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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분류

•  이 매뉴얼은 광융합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17개 기관, 89개 

지원사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마다 관심 있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관심사별로 분류 하였습니다. 

•  기관별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목록으로 정하였 습니다. 

•  우리 진흥회는 광융합산업과 관계된 지원사업들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유의 사항

•  이 매뉴얼에 소개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시점 이후 사업추진 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주된 사업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미처 수록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이용자 안내



광융합산업 단계별 기업 지원사업 벨류체인

● 광기반기술연계 광융합 산업고도화 (한국광기술원)

●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한국광기술원)

●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 산업고도화 지원 (한국광기술원)

● 광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기반구축 (한국광기술원)

●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광 융·복합 전장) (한국광기술원)

● 해양·수산·선박 특수LED조명 시스템 R&D 기업지원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한국나노기술원)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한국조명ICT연구원)

● 지역특화 및 기업애로기술지원 (한국조명ICT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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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평판형 광도파로(PLC) 기반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융합산업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기반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스마트특성화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한국광기술원)

●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한국광기술원)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실증지원장비구축(에너지 분야) (한국광기술원)

● 2021년 광융합산업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한국광기술원)

● 2021년 전남형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광주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사업화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IoT-Air가전 R&D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젝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부산) 레이저 가공기술 고도화지원사업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 산업화 연구단)

● 나노분야 1인 기업 창업지원 (한국나노기술원)

● 종합분석 신뢰성 인증지원 (한국나노기술원)

●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 나노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나노기술 응용 제품 제작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 광기반 공정혁신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 고객 디버깅 지원 (한국조명ICT연구원)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사업(경기도) (한국조명ICT연구원)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한국조명ICT연구원)

● 해외 마케팅 및 기타지원 ((사)LED산업포럼)

● 2021년도 주요 사업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논문지, 학회지 발간 (한국통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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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0개)

비

R&D

(29개)



인프라

(18개)

기타

(22개)

● 지역혁신프로젝트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융합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2021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한국광기술원)

● 2021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업수요맞춤형사업 (한국광기술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빛나는 내일을 위한 일자리 프로젝트) (한국광기술원)

● 광융합(광학·레이저)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한국조명ICT연구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사업 (한국조명ICT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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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시설/장비/공정) 활용지원 (한국광기술원)

● KOLAS 국제공인 시험·교정·검사 지원 (한국광기술원)

● 국가연구시설 (N-Facility) 활용지원(광학렌즈분야) (한국광기술원) 

● 주요 장비 소개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 주요 장비 소개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 장비활용 지원(공동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 에어가전제품(공청기, 에어필터, 미세먼지 센서) 인증시험장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에어가전제품 전기안전인증 및 개발지원 장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DC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EMI/EMC 시험 설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부품분야 개발 관련 장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DC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EMI/EMC 시험 설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기업기술지원 및 공동이용 장비활용 프로그램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 산업화 연구단)

● 공동활용장비(절단, 용접, 열처리, 클래딩, 피닝, 미세가공)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 산업화 연구단)

● 주요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한국나노기술원)

● 나노기술집적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 장비사용 허가서 발급 지원 (한국조명ICT연구원)

● [행      사]  2021 국제LED광융합산업포럼 개최 ((사)LED산업포럼)

국제광융합엑스포 개최 ((사)LED산업포럼)

2021 한국LED·광전자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LED·광전자학회)

IWUMD 2021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LED·광전자학회)

제3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COOC 2021) (한국광학회)

제 4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한국광학회)

2021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제 20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ALTA 2021)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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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
양성

(10개)



기타

(22개)

● [행      사]  제 31회 광기술 워크샵 (한국광학회)

제21회 광인터넷 워크숍 (OIW 2021) (한국광학회)

제10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NGL 2021) (한국광학회)

제7회 바이오포토닉스 학술대회 (ABC 2021) (한국광학회)

양자포토닉스워크샵 (Quantum Photonics Workshop) (한국광학회)

제30회 광자기술 학술대회(Photonics Conference 2021) (한국광학회)

춘계, 추계주요 학술대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아시아조명컨퍼런스(ALC)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ICT Convergence Korea 2021 (한국통신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 2021(ICTC 2021) (한국통신학회)

● [통계분석]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분석 사업 (한국광산업진흥회)

● [애로해결] 광융합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 (한국광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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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의 정의 및 분류

■  광융합산업 정의 : LED·레이저·광센서 등 광기술을 고도화하여 타산업(주력 및 신사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지원 목적 :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지원 법률 근거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06호, ‘18.09.21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 : 한국광기술원

■  광융합산업 8대분류 : 광융합산업의 사용목적과 용도 및 적용분야에 따라 기준을 분류

[2020. 12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해당 품목

광통신

광융합

연결

부품

광소자

(통신용 수발광 소자)  5xx ~ 15xx nm 수발광소자 (LED, LD, VCSEL, DFB-LD, ML-LD, Si-PD, Ge-PD, InGaAs-PD, 

APD), SiP-OIC

(수동형 부품)  isolator, circulator, NxN광분배기, 광커넥터, 광결합기, 광감쇄기, 광파장분리기, MPO, 광섬유격자, 광파장필터, 

다중코아분리기

(능동형 부품)  TOSA, ROSA, BOSA, 파장가변레이저, 파장가변수신기, SOA, 광변조기, 광스위치 디바이스, 그래핀광소자

광모듈
(능동형 장치)  송수신장치(광트랜스폰더, 광송수신기, 광송신기, 광수신기, 파장가변), 광변조기, 광중계장치 

(광증폭기, 광중계기), 시/파장/공간 다중화장치, 광스위치, OXC, 광섬유 스플라이서

광선로

(수동형 장치) 분배장치(광배선반, PON용 가입자분배장치), 파장분할장치 (WDM 다채널 다중/역다중장치)

(통신용 광섬유)  SMF, MMF, DCF, EDF, 다중코아광섬유, 다중모드광섬유, 편광유지광섬유(타원코어, Bow-tie), 특수광섬유

(광케이블) 광전복합케이블, Indoor/Outdoor 케이블, FTTH케이블, 특수광케이블

광융합

연결

시스템

기간/분배망 

시스템

(기간망 전송) WDM전송장치(WDM 다채널전송), TDM전송장치(SDH, PDH, ATM)

(분배망 전송) PON, 광LAN, 광라우터, CATV, 이동통신용 광중계장치

이동망 시스템 FSO(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4G/5G RAN

개인망 시스템 Optical Camera Communication(가시광통신, Li-Fi, LED ID) 등

광정보 보안 시스템 양자광통신

광융합 

조명

조명

기구

실내 조명 - 상업/주거/공공용 조명(안정기 내장형, 안정기 외장형, 다운라이트, 평판형 등기구, 이동형 등기구 등)

실외 조명
-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터널등)

- 경관조명(투광등, 장식등, 수중등)

특수 조명 - 교통신호등, 방폭등, 공장등, 비상유도등, 방범등, 소방용 표시등, 군사용 조명, 무대방송 조명 등

스마트조명

- 에너지융합조명(그리드 연계 및 PoE 조명, 자연광/인공광 융합조명, 제로에너지 융합조명)

- IoT융합조명(스마트홈/시티 연계 IoT 조명, 조명통신시스템 등)

- 인간중심조명(라이트테라피 조명, 시감/비시감융합 감성조명, 안전/방재 조명)

- OLED조명(대면적 OLED조명)

융합

조명

소비자 가전 조명

(휴대폰/가전)

(휴대폰) 휴대단말기(키패드, 인디케이터, 플레쉬조명)

(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표시용 디스플레이(전자가전), 빔프로젝터 등

수송기기 조명 자동차용, 선박용, 철도용, 항공용, 기타 수송기기용

농수산·해양 조명
환경오염 방제조명, 양식조명, 선상 및 수중ㆍ집어등, 항로 표지용 조명, 항만 부두등, 농업용 조명(식물재배, 종묘, 화훼 

등), 플랜트 조명 등 

광의료

바이오

광의료
진단용 혈당 진단, 혈압 진단, 혈류 진단, 복강경, 검안기, 영상 진단기, 형광분석기, 체외진단기, 조영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치료 및 수술용 치과용, 수술용, 피부 치료, 피부 미용, 이비인후과용, 안과용, 선형가속기

광

바이오

살균 촉매 UV 살균·정화기기, 광촉매, UV광반응기기

환경 미세먼지 공기질 측정 및 정화기기, 수질 측정 및 정화기기

미용 발모촉진기, 주름개선기기, 태닝기기, LED마스크 등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해당 품목

광정밀

검사

계측

기기

광센서기기
거리, 온도, 속도, 진동, 압력, 파면, on-off, 미세변위, 변형, 환경, 음향, 바이오, 가스, 전류/전압 광센서기기, 라이다, 분포형 

센서 등

광계측기기 OTDR, OSA, 형상측정기, 광손실측정기, 파워미터, 레이저 분광기, 입자 계수기

레이저

기기
산업용 레이저기기

임가공용 기기(절단용, 용접용, 천공용, 마킹용, 열처리용, 크리닝용), 반도체용 기기(리소그라피용, 결함 분석용), 레저 & 

디스플레이용 기기(홈 시에터, 휴대용 프로젝터, 옥외광고용), 국방용 기기, 레이저기기(가스레이저, 고체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CW/펄스형 레이저, Hybrid 레이저, 펨토초레이저)

광소재

부품

광소재

비정질 광재료 산화물 광학유리, 비산화물 적외선 광학유리, 능동형 레이저 유리, 합성 석영, 디스플레이 유리(강화유리), 광전 비정질 박막

결정질 광재료
자성광학결정(YIG, BIG, YVO, Er:YVO), 전기광학결정(LiNbO3, LiTaO3), 레이저 결정(Nd:YAG, Er/Yb;YAG), 플라즈모닉 

나노 소재(나노파티클, 나노-Rod), ZnSe, Ge, ZnS, MgF2, 형광체, 다결정/단결정실리콘 잉곳/웨이퍼

유기 광재료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광학필름 소재(PI, PET, PP, EVA Sheet 등), Photo Resistor(광감응소재), 유기발광체, 양자점

광부품

비통신용 광섬유 대구경광섬유, 번들형광섬유, 플라스틱광섬유, 감쇄기형 광섬유, 고출력 광섬유, 센서용 광섬유, 센서용 특수광섬유

광학렌즈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 유리렌즈(구면/비구면), 마이크로 어레이 렌즈, 적외선 렌즈, 웨이퍼레벨렌즈, 액체렌즈, 콘텍트렌즈, 

자유곡면렌즈(AR/VR용, HUD/HMD용, 미래형 자동차, 조명용), Ball 렌즈, 프리즘, 반사경,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미러, 

윈도우, 폴라라이저(polarizer), 회절 그레이팅(diffraction grating)

LED용 소자

- LED용 기판

-  칩(Red LED 칩, Blue LED 칩, Green LED 칩, UV LED 칩, D-UV LED 칩, IR LED 칩,RC LED 칩, 다파장 LED 칩, 

마이크로LED 칩 등)

-  패키지(S/V, T/V, lamp, SMD, High power, RGB 3 in 1, TO, WLP, COB, Multi-chip, Micro, Mini, Filament PKG, 

마이크로캡슐 LED, Chip Scale Package 등)

- 모듈(엔진)

레이저용 소자
LD Chip, 고출력 레이저다이오드, 빔결합기, 빔고립기, 빔시준기, 레이저 빔딜리버리, 빔호모지나이저, Beam shaping 헤드, 

레이저가공헤드, 레이저마운트

광영상

정보

융복합

영상

표시기

LCD
TFT-LCD(TV, 모니터, 노트북, 모바일 등), LCD Auto display, LCD Curved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LCD 디스플레이, 

PID(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OLED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모바일/웨어러블), Flexible 디스플레이, 소형AMOLED(모바일), 대형AMOLED(TV), 8K OLED 

TV, OLED Curved TV, Transparent OLED Display, Rollable OLED Display

QD·LED QDLED,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미디어 파사드, 퍼블릭 디스플레이 등

기타 전광판, 사인용 패널 및 간판, 디지털 사이니즈 등

광융합
정보

입출력
기기

입·출력기기
프로젝션 키보드, 터치 스크린 패널(TSP), 광마우스, Blu-ray 플레이어, DVD R/W, CD-ROM 드라이버, 바코드 리더기, 스캐너

(2D/3D), 프린터, 복사기,

광정보 저장매체 광디스크, 공간광변조기(SLM), 홀로그래픽 메모리, DVD, Blue-ray 플레이어 

광결상

정보

이동형
웨어러블 액션캠, 휴대폰용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HMD(AR/VR, 스마트 글라스)

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블랙박스캠, 자율주행 카메라, 드론용 카메라, HUD, 안전 카메라

고정형
주거/생활용

CCTV, 생활 가전 카메라(IP 카메라, 청소용 카메라 등), 홈 시큐리티 광학기기(홍채·지문·안면 인식), 빔프로젝터, 휴대용 

프로젝터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쌍안경, 내시경

광

에너지

태양광

부품

태양광 셀

태양광 셀

<세대별 태양전지>

제1세대 -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2세대 - 실리콘박막, CIS계, 고효율셀, CdTe계, μc-Si, 이종접합(HIT)

제3,4세대 -  DSSC, 유기박막, 비진공식 CIGS 박막태양전지, 양자점 태양전지, 집광형 PV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장수명 태양전지, 내방사성 태양전지, 우주탑재용 태양전지, 나노구조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결정질, 박막, BIPV, BAPV, VIPV, DIPV, 집광형 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광융합 에너지

변환용 인버터
모듈 내장형 인버터(Module Integrated Converter), 개별형 인버터

광융합 에너지

저장용 ESS
태양광 저장 ESS(리튬배터리, VRFB, 연축전지, Pb 등)

광융합 발전 시스템 독립형 시스템(에너지 자립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시스템(영농형, 지붕형, 염전형, 수상형, 창호형 태양광 발전소 등)

수소·전기 에너지 수소, 연료전지(PEMFC, SOFC, MCFC, DMFC, AFC, PAFC), 수전해촉매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성남)

• 한국조명ICT「연구원」(부천)

• 한국나노기술원(수원)

•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부산)

•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부산)

•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장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천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세종)

서울

경기도

강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부산

울산

•경북대학교 레이저 응용기술센터(대구)

광융합산업 전국 지원기관 현황 

• 엘이디산업포럼

• 한국LED‧광전자학회

• 한국광학회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한국통신학회

• 한국광산업진흥회 

• 한국광기술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서남지역본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 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전주)

• 한국조명ICT연구원 남부 분원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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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광산업진흥회

□ 설립 목적

 ◦ 광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보급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광 관련 

업계의 유대 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역할  

Mission. 광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Vision.  광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지원 확대  

기술, 시장, 회원사 중심의 포용적 혁신 경영 -

(Inclusive Innovation)

1 광융합산업 국가산업화 추진 2 해외시장 정보 ․ 진출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운영

  광융합산업 발전 종합비전 수립

  광융합 미래 기술 발굴 지원

  광융합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마케팅 노하우 활용 동반진출 지원

  신시장 맞춤형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진출 모델 발굴

  마케팅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및 홍보 지원 체계 강화

3 산 ․학 연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4 전문성 확보 및 조직활력추진 

  산업별 협동조합 활성화

  산학연 협력 비즈니스모델 발굴

  광 융합 협동조합 R&D 개발 지원

  통계 제공, 제품 홍보 강화

  직원의 직무역량 전문성 강화

  고문 및 자문 제도 도입 운영

  자체 수익사업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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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2000. 03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총회 

 ◦ 2000. 04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허가 및 사무실 개소

 ◦ 2000. 05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 

 ◦ 2010. 01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호)

 

□ 조직 현황

 

◦ 국내 권역별 회원사 지원센터

   - 서울∙경인, 대전·충청, 대구 ·영남, 광주∙전라

◦ 해외 마케팅 지원센터 : 15개국, 24개센터  * 40개센터 확대 예정(‘21년) 

   - 독일2, 러시아1, 두바이1, 베트남2, 페루1, 인도4, 태국2, 인도네시아2, 

카자흐스탄1, 말레이시아1, 미국3, 일본1, 체코1, 캐나다1, 프랑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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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1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9. 10. ~ 2021. 12. (3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 840백만원 

 ◦ 사업내용

    - 광융합산업 정책수립 지원

    - 광융합기술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 광융합기술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광융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지원내용  

【 광융합산업 정책수립 지원 】

 ◦ 광융합산업 협의회 운영 

    - 연구협의회 개최(3회) : 4월, 7월, 10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협의회 안건 상정 예타사업 등 신규사업 

확보 전담기관 역할 확대

    - 유관기관협의회 개최(3회) : 3월, 6월, 11월

      • 유관기관 연계 신규 사업 발굴, 통합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마련

    -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리딩기업 육성(3회) : 3월, 6월, 9월

      • 광융합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대형 R&D 신규 과제 발굴 기획

      • 미래 광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및 관세 감면 지원 등

      • 분    야 : 광소재(광학), 광의료, 마이크로LED, 양자정보통신 등

 ◦ 국내 광융합산업 실태조사

    - 국내 광융합산업체 통계조사 및 현황 분석

    - 단계적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추진

 ◦ 광융합 디자인 공모전 개최(25,000천원) : 비즈니스 페어(코엑스) 연계

    - 대상/주제 : 기업, 일반인(개인 또는 팀)/제품디자인 및 기술활용 아이디어

    - 시상 : 최우수상 1건(200만원), 우수상 1건(100만원), 장려상 2건(70만원), 입상 4건(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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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융합기술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

 ◦ 광융합기술 개발 촉진 기업지원 : 22건

    - 창업 지원, R&D기획, 지식재산권 권리화,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신규)제품디자인개발, (신규)UCC콘텐츠제작, IR제작 지원

 【 광융합기술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 광융합산업 종합정보망 업그레이드 

    - 홈페이지 : www.k-photonics.com

    - 주요내용 : 광융합 용어집, 교육정보,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특허 및 

논술정보, 주요 뉴스, 유관기관∙대학 장비, 국내외 기업 소개 등  

 ◦ 해외 유망산업 기술시장동향 정보 기업제공 서비스 : 8대 분야, 8개 품목

    - 광융합산업 분야 전문가 연계 기술시장동향 분석보고서 제공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지원(5,000천원) : 11건

 ◦ 광융합산업 기업지원사업 통합 홍보

    - ‘22년 기업지원사업 및 보유장비 통합 매뉴얼 제작 및 통합 설명회 개최

 

 【 광융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광융합 용어집 개발 : 광융합조명, 광결상정보

    - 광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용어정비 및 표준화

    - 광융합산업 종합정보망에 데이터사전 구축 자료 제공 및 활용

 ◦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 기업 OJT 교육(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 배양 기업경쟁력 강화

    - 온라인 동영상 및 강의자료 제작(30건) : 교육 전문가(SC, NCS 사업 등)

□ 문의처 

 ◦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 (062-605-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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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7. 6. ~ 2022. 5. (5년)

     ※ 4차년도 사업기간 : 2020. 6. ~ 2021. 5. (1년)

     ※ 5차년도 사업기간 : 2021. 6. ~ 2022. 5. (1년)

 ◦ 4, 5차년도 사업비 : 1,950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공동마케팅을 통한 광융합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광융합분야 해외 전시회 공동관 구성 운영 

      • 광융합산업 무역촉진단 파견

      •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수출상담회 및 광융합산업 발전세미나 개최

      • 해외 마케팅거점 구축 및 운영

      • 광융합 공동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광융합 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바이어 DB 관리 및 상담매칭 시스템 운영

      • 광융합산업 전문 정보지 및 E-뉴스레터 발행

□ 지원내용 

 ◦ 해외 시장진출 마케팅 거점 구축 및 운영

    - 목    적 

      • 국내 광융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지 마케팅지원 및 시장동향 파악 정보제공

      • 신규 거래선 확보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목    표 : 14개소 (신규구축 : 1건, 활성화 지원 13건 (3차년도 구축센터)

    - 주요내용

      • 국내 수출기업 및 수출 초보업체 참여 확산 유도 및 수출확대(비대면상담 300건)

      • 국내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지속관리를 통한 수출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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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모집공고�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제안서�요청 ⇒ 사업비�정산

-�해외거점사업자� �

모집공고�및�

제안서�접수

-�외부위원�평가

해외마케팅센터

운영협약�체결

사업추진�제안서�접수�

및�평가�후�승인

행사추진비용

정산�및�집행

 ◦ 광융합분야 해외 전시회 공동관 구성 운영 : 3회

    - 목    적 : 해외 유망전시회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해외

판로개척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    간 : 행사별 상이

행사명 기간 지역 목  표

SPIE 2021 '21.03.09~03.11 샌프란시스코(미국) 13개사, 상담 2,500만불, 계약 250만불

OFC 2021 ‘21. 6. 8 ~ 10 샌프란시스코(미국) 20개사, 상담 2,500만불, 계약 250만불

ECOC 2021 ‘21. 9월 유럽 13개사, 상담 1,000만불, 계약 100만불

    - 주요내용 : 공동홍보관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국내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 추진절차

기업모집 ⇒ 사전간담회 ⇒ 공동관 운영 ⇒ 사후간담회

참여기업�통합�

모집공고

파견일정�및�

기업요청사항�

확인�및�반영

해외전시회�

공동관�운영

(온라인�전시회�병행)

참여기업�성과공유�

및�추가�지원사항�

검토  

 ◦ 광융합 공동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 3건

    - 목    적 : 국내 광융합분야 공동 협력체계(협동조합)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을 통한 국내기업의 공동 기술 협력 및 마케팅 간접 지원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협동조합 
사업수행 ⇒ 지원금 지급

지원협동조합�

모집공고�및�

제안서�접수

외부위원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지원협약�체결

제안서에�따른�

사업�수행

정산보고서�

검수�및�

사업비�집행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한국광산업진흥회)

           29

온라인�시스템

구축
→

바이어�DB

업데이트�및

시스템�적용

→

로드쇼�홈페이지

연계

(기업제품�소개)

→
프리상담

(바이어�및�기업�
사전�정보�확보)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45건 (1개사 당 500만원 이내)

    - 목   적 : 틈새시장에 대한 개별기업 마케팅활동 지원을 통해 유망 바이어 발굴 

및 신규 거래선 확보

    - 기    간 :  ’22년 4월까지 개최되는 해외 광융합분야 전시회

        *�지원제외�전시회� :�해당기간�진흥회가�공동관을�운영하는�해외�광융합�전시회

    -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장치비와 제품운송료 지원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기업간담회 ⇒ 개별 수행 ⇒ 지원금 지급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통합공고

외부위원�참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기업� 대상�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안내

개별기업�

전시회�참가

결과보고서�및

정산서류�검수�및

사업비�집행

 ◦ 광융합산업 해외시장 정보망 DB 구축 및 운영 

    - 주요내용 

      •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및 시장, 바이어, 기타 산업정보를 국내기업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광융합산업 전문정보지 및 e-뉴스레터 발행

    - 목    적 : 국내∙외 산업, 시장기술 동향, 신제품 개발 등의 정보기회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문정보지 발행 : 분기별 1회 / E-뉴스레터 발행 : 월 3회(국/영문)

    - 주요내용 

      • 국내∙외 산업 및 기술동향을 포함한 전문정보지 발행을 통한 정보제공

      • e-뉴스레터를 통한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 정보 및 기업 기술홍보 기회 제공

◦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수출상담회(60,000천원) 

    - 해외 유망바이어의 초청을 통한 국내기업의 상담기회 마련 및 수출활동 지원

    - 목   표 : 해외초청바이어 20개국 200명, 상담액 4,850만불, 계약액 3,500만불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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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3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20. 7. ~ 2024. 12. (5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 1,275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광융합 공동브랜드 인증체계 구축) 광융합 분야 인증체계 구축 및 제품시험검사 지원

      • 광융합 분야 국제규격을 선도하는 공동브랜드 인증 체계 구축 

      • 광융합 제품 국내외 제품시험검사 지원 : 40건

      • 해외 유망 국가별/산업별 요구 기술 기반의 대응 시험검사 체계 구축

    - (비즈니스 모델링 및 해외시범설치) 글로벌 광융합 수요처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전략 

수립, 광융합 솔루션 해외시범설치 지원 수요 창출

      • 산업간 연계 광융합 진출 모델 구성,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3건

      • 유망 국가별/산업별 요구기술 기반의 대응 솔루션 구축

      • 현지 시범설치시 본 프로젝트 추진 조건부 계약 실 수요 창출 : 7건

      • 시범 설치 후 2~3개월 신뢰성 검증 모니터링 신뢰성 확보

    - (공동마케팅 지원) 성과 확산 및 주변국 진출 확대

      • 광융합 공동브랜드 LUXKO 및 시범사업 추진성과 성공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 해외 광융합 전시회 및 국내 광융합 로드쇼 공동관 구성∙운영 지원

      • 해외 현지 상설 홍보관 구성∙운영 : 2개소

□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 인증 체계 구축 

    - 목    표 : 참여기업 30개사 이상, 제품시험검사 40건

    - 주요내용 : 국내 광융합 제품의 글로벌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공동브랜드 

취득 지원 및 공동브랜드 운영을 위한 위원회∙협의체 구성으로 공동

브랜드 활성화 도모

    - 추진 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의체�
구성운영

⇒ 시험검사 ⇒ 인증서� 발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전심사
(공동브랜드�취득�
적합성�평가)

공동브랜드�운영�
및�시험검사�
추진관련�자문

선정�제품�시험�
검사�추진�및�
성적서�발행

공동브랜드�인증서�
발부�및�브랜드�
사용권�부여

       ※ 시험검사기관 : 광기술원, 한국ICT조명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KOLAS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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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광융합 솔루션 해외 시범설치 추진

    - 목    표 : 7건(시범사업 추진전략 수립 3건 포함)

    - 주요내용 : 광융합 비즈니스 모델링, 솔루션의 해외시범설치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 추진 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시범사업�

추진전략�수립�
및�사이트�확보

⇒ 협의체�구성운영 ⇒ 시범설치�추진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업참여�

필요성�및�

타당성�평가

설계업체�선정

(입찰공고)�및�

해외�사이트�확보

기업별�제품�

통합�솔루션�

구축

조건부�해외�

시범설치�추진

    - 산업간 연계 광융합 진출 모델 구성,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유망 국가· 산업별 요구기술 대응 광융합 비즈니스 모델링(BM) 솔루션 구축
       ※ 광융합 비즈니스 모델링(BM) : 스마트조명+에너지+스마트센서+지능형제어시스템 등 연계 

융합솔루션을 구성하여 해외 수요처별 맞춤형 대응

    - 현지 시범설치 시 본 프로젝트 추진 조건부 계약 실 수요 창출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기술협력 등 수출활성화 지원

    - 시범설치 후 2~3개월간 모니터링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성과확산 공동 마케팅

    - 추진목표 : 광융합 해외시범설치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추진방향

      • 해외 광융합 전시회 공동관 구성∙운영 : 1건

      • 글로벌 온라인 마켓홍보 지원 : 20건

      • 비대면 광융합 프로젝트 추진상담 패키지 지원 : 20건

      • 국내 성과홍보 광융합 로드쇼 지원 : 1건

      • 해외 전문지 홍보 : 2건

      • 해외 상설 홍보관 구성∙운영 : 2건

      • 해외 유망 네트워크 초청 성과확산 교류회 개최 : 1회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약 ⇒ 사업수행 ⇒ 사후관리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업참여�

필요성�및�

타당성�평가

진흥회

↕

수혜기업

공동관·교류회·

발굴단�파견

국내행사�개최�등

결과보고서�제출
지원금�정산
공동마케팅�
연계사업�확인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광융합지원팀 (062-605-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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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4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20. 2. ~ 2023. 12. (4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10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 1,10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주 소재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광융합기업 수출역량 기반 구축

      • 디지털콘텐츠제작 지원 : 1회 / 30개사

      • 광주광융합기업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 1개

      • 해외물류비 지원 : 20개사

    -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 40개 해외마케팅센터 구축 및 운영 

      • 현지 직영사무소(인도네시아) 운영

    -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 1회

    - 해외 광융합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 인도네시아 직영사무소

    -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2021년 : 국내∙외 유망 전시회(온오프) 참가지원(5회)

      • 해외 온라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10개사

      • 2022년 : 국외 유망 전시회 공동관(3회)

      • 해외수출성과창출 기업지원 : 10개사

    -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비대면 온라인 매칭(상시)

      • 현지개최 온라인 수출상담회 : 2회

   

□ 지원내용 

 ◦ 디지털컨텐츠제작지원 : 30개사 (5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지역기업 제품의 언텍트 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전자

카달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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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지원사업홍보 ⇒ 지원기업모집/선정 ⇒ 용역업체 선정 ⇒ 디지털콘텐츠
제작

�안내메일�발송�

및�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공고를�통한�기업모집

/선정평가위원회�개최�

및� 지원기업선정

입찰공고를�통한�

시행업체�선정

시행업체�협의를�

통한�선정기업별�

제작

 ◦ 광주 광융합기업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 1개

- 목   적 : 지역 광융합기업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이슈사항 공유 및 애로사항 발생시 

자문위원 현장 방문

자문위원 구성 ⇒ 지원기업모집/선정
(분기별) ⇒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전문� 관세사,�

상공회의소�

전문위원�구성

사업공고를�통한�기업모집

/선정평가위원회�개최�

및� 지원기업선정

관세�및� 수출입�관련� 이슈사항�회의�및�

공유(월� 1회)

애로사항�발생시�전문위원�파견

 ◦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20개사

- 목    적 : 지역 광융합기업 수출관련 해외물류비 지원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기업선정 ⇒ 정산

관련사업�통합공고

외부위원�참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기업�통보�및�

증빙서류�안내

증빙서류�검수�후�

출장비�지급

 ◦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 40개 센터 운영  * 2020년 대비 16개 센터 확대

- 24개 센터 현황 (신규 24개 센터 구축)

     • 기 구축센터(26개) : 미국(3), 캐나다, 페루, 독일(2), 러시아, 체코, 일본, 인도(4), 

베트남(2), 태국, UAE, 독일, 프랑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2), 태국, 말레이시아

     • 신규구축센터(14개) : 1월 모집(예정)

- 지원 내용 : 비대면 온라인수출상담회 및 온라인전시회 개최 시,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비대면 온라인수출상담회

    - 목     적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며, 상시 비대면 수출상담 및 현지개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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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선정평가 ⇒ 사전간담회 ⇒ 참가지원

관련사업�통합공고

외부위원�참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기업요청사항�

확인�및� 반영

선정기업�전시회�

참가

    - 추진계획

해외마케팅센터·국내기업
신청공문송부

⇒ 신청서 접수 ⇒ 비대면 온라인 매칭 추진

해외마케팅센터(40개)� �

및� 국내기업� 대상�

신청�관련�공문�송부

신청서�및�

관련서류�접수

모집된�바이어와�국내기업�사전�매칭�후�

비대면�상담�실시

 ◦ 국내・외 유망전시회 및 해외 전시회 개별지원

- 목    적 : 국내・외 유망전시회(온・오프) 및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 2021년 국내・외 공동관(5회) : WestPhotonics(3월), 커뮤닉아시아(6월), OFC(6월),   
  아랍헬스(6월), 비즈니스페어(8월), ECOC(9월)

      • 2021년 해외유망전시회 개별지원 : 10개사

- 주요내용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네트워킹 구축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 추진계획

◦ 해외 수출성과 창출 기업지원 

- 목    적 : 수출 및 해외투자협약을 앞둔 지역광융합기업 해외출장비 지원

      •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 � � 원� � � 내� � � 용

광주지역
광융합산업체

(연매출� 100억원�
미만�지역기업)

기업당�
300만원�한도
(1개사� 2인이내)

ㅇ�왕복�항공료� 80%,�숙박�정액�지원
�※� (항공료)�이코노미�기준�

� � � � (숙박료)�공무원�여비규정�적용(별표� 1의�제2호�나목)

� � � � �가�등급� :� $155� � � � � � � *� 1일�기준

� � � � �나�등급� :� $123

� � � � �다�등급� :� $90

� � � � �라�등급� :� $77

� � � � (국내�이동�여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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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기업선정 ⇒ 정산

관련사업�통합공고

외부위원�참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기업�통보�및�

증빙서류�안내

증빙서류�검수�후�

출장비�지급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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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5  평판형 광도파로(PLC) 기반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8. 4. ~ 2022. 12. (4년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년)

 ◦ 당해연도 사업비 : 25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주소재 광통신, 광소재∙부품 산업체 

 ◦ 주요 사업내용

    -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기술교류회 및 전문가위원회 활동 지원

    - 지역 PLC 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 기업제품 e-카달로그 제작 지원

      •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 국내외 유망 전시회 공동관 운영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 지원내용

  ◦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 5종

    [PLC 해외정보자료 구매 제공]

    - 주요내용 : PLC 기반 수동 광소재∙부품 시장/기술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관련 기업들

의 사업전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수요조사 ⇒ 중복 검토 ⇒ 정보자료 
구매 ⇒ 정보자료 

회신 ⇒ 수요기업 지원

정보자료�

구매�

수요조사�

실시

진흥회�보유�

중복자료�검토

본사�직접구매�

추진

본사�정보자료�

회신�및�제본

수요조사�회신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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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교류회 및 전문가위원회

    [PLC 기반산업 발전전략 기술교류회 개최(온라인)]

    - 일    시 : 10월 중

    - 참석목표 : 유관 기업 및 기관, 관련 학과생 100명

    - 주요내용 : PLC 관련 기업 및 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기술 동향 공유 및 협력기회 창출

    - 추진계획

세미나 연사 
초청 ⇒

기술교류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

⇒ 연사 
사전녹화 ⇒ 기술교류회

(온라인) 홍보 ⇒ 기업지원

연사�초청

(PLC�산업�

전문가�초빙)

제작업체�선정

(입찰공고)

강의�영상�

촬영�및�자료�

준비

이메일�및�

유선�홍보,�
세미나�시청

      [PLC 기반산업 시장분석 자문위원회 개최(온라인)]

    - 일    시 : 6 ~ 11월(3회)

    - 주요내용 : PLC 관련 기업 및 기관 자문위원 초청을 통한 PLC 생산 및 응용 기업 

경쟁력 분석

    - 추진계획

자문위원 초청 ⇒ 자문위원회 개최 ⇒ 결과 보고서
취합 ⇒ 기업지원

연사�초청

(PLC�생산�및�응용�

기업�자문위원�초빙)

자문위원회�

개최(3회)

경쟁력�분석

결과�보고서

취합

PLC�산업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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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PLC 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OFC 2021 전시회 공동관]

    - 기간/장소 : 2021. 6. 8 ~ 6. 10 / 샌프란시스코(미국)

    - 지원기업 : 10개사

    -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공동관 및 현지 바이어 발굴 지원

    - 추진계획 ※ 주최측 온라인 전시회 전환 개최 시 계획 변경 가능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장치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 공동관 운영

글로벌시장진출

지원�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공동관�장치�

시공업체�선정

(입찰공고)

파견일정�및�

기업요청사항�

확인�및�반영

해외전시회�

공동관� /

사후간담회

   [ECOC 2021 전시회 공동관]

    - 기간/장소 : 2021. 9. 13 ~ 9. 15 / 보르도(프랑스)

    - 지원기업 : 10개사

    -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공동관 및 현지 바이어 발굴 지원

    - 추진계획 ※ 주최측 온라인 전시회 전환 개최 시 계획 변경 가능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장치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 공동관 운영

글로벌시장진출

지원�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공동관�장치�

시공업체�선정

(입찰공고)

파견일정�및�

기업요청사항�

확인�및�반영

해외전시회�

공동관� /

사후간담회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공동관]

    - 기간/장소 : 2021. 11. 19 ~ 11. 20

    - 지원기업 : 광융합협동조합 PLC 기업

    - 주요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 판로개척 지원, 바이어 상담 지원

    - 추진계획  ※ 온라인 전시회 전환 개최 시 계획 변경 가능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장치업체 선정 ⇒ 공동관 구성 ⇒ 공동관 운영

참여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공동관�장치�

시공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관�구성�및�

홍보판넬�제작

전시회�공동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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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 행 사 명 : 광통신∙광소재부품∙PLC 수출상담회 
    - 기간/국가 : 2021. 5. 24~ 5. 28/3개국 이상
    - 지원기업 : 광주 PLC 기업 10개사 이내
    - 상담목표 : 20건 이상
    - 주요내용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마케팅센터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시장조사와 판로개척
    - 추진계획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모집 ⇒ 상담매칭 ⇒ 통역원 공유 ⇒ 수출상담회 및 

포럼 운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모집

국내기업·바이어간�

상담매칭표�작성�

및�배포

사전�기업정보�

통역원�전달

수출상담회�및�포럼�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온라인)]
    - 기간/장소 : 상시 수출상담 지원
    - 지원기업 : 광주 PLC 관련 기업 10개사 이내
    - 상담목표 : 20건 이상
    - 주요내용 : 광통신 유망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한 기업 상담 매칭 지원
    - 추진계획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모집 ⇒ 사전간담회 ⇒ 상담매칭 ⇒ 통역원 공유 ⇒ 수출상담회 

및 포럼 운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모집

국내기업� 및�

마케팅센터장�

초청�의견�수렴

국내기업·바이어간�

상담�매칭표�

작성�및�배포

사전�기업정보�

통역원�전달

수출상담회�및�

포럼�운영

    [국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기업제품 E-카달로그 제작]
    - 지원기업 : 10개사
    - 주요내용 : 코로나19를 대비하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잠재바이어 발굴을 위한 E-카달로그 제작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용역사업자 
선정 ⇒ E-카달로그 제작 ⇒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제작업체�선정

(입찰공고)

E-카달로그�

제작지원

전시회�공동관�

운영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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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6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8. 8. ~ 2022. 12. (4년4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년)

 ◦ 당해연도 사업비 : 2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라이다 관련 광융합산업체 

 ◦ 주요 사업내용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지원 : 라이다 유망국가별 시장동향 및 진출 

전략 수립 및 특허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지원

    -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 라이다 산업 해외 유망바이어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 유망 네트워크 발굴 지원 : 라이다 융합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운영

      • 국내 라이다 산업 활성화 및 전략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라이다 융합산업 협의체 기술교류회(온라인) 개최

□ 지원내용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지원

    - 지원기업 : 라이다 기업 2개사

    - 주요내용 : 라이다 유망국가 해외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로드맵 수립 및 

특허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전문가 초청 ⇒ 컨설팅 ⇒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화�

전략수립�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선정평가위원

회�개최

사업화�

전략수립�및�

특허�분야�

전문가�초청

선정기업�

대상컨설팅�

의견수렴�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접수�

검수�및�

기업지원

◦ 라이다 융합산업 협의체 기술교류회 개최(온라인)

    - 일    시 : 10월 중

    - 참석목표 : 유관 기업 및 기관, 관련 학과생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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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국내외 라이다 산업관련 기업 담당자 초청을 통한 라이다 산업 시장진출 

전략 협의 및 기술교류(온라인)

    - 추진계획

세미나 연사 
초청 ⇒

기술교류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

⇒ 연사 사전녹화 ⇒
기술교류회
(온라인) 

홍보
⇒ 기업지원

연사�초청

(PLC�산업�

전문가�초빙)

제작업체�선정

(입찰공고)

강의�영상�촬영�

및�자료�준비

이메일�및�

유선�홍보,�
세미나�시청

 

 ◦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전시회 공동관]

    - 기간/장소 : 2021. 6. 8 ~ 6. 10 / 슈투트가르트(독일) ※ 온라인 개최 여부 미정

    - 지원기업 : 5개사  

    - 주요내용 : 라이다 산업 기업 해외전시회 공동관 및 현지 바이어 발굴 지원

    - 추진계획 : 4차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후 기업 모집공고 실시, 독일 마케팅

센터를 통한 사전 바이어 리스트 접수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사전간담회 ⇒ 공동관 운영

글로벌시장진출지

원�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파견일정�및�

기업요청사항�

확인�및�반영

해외전시회�

공동관� /

사후간담회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라이다 홍보관 구성]

    - 기간/장소 : 2021. 8. 25 ~ 8. 27 / 코엑스(서울)

    - 지원기업 : 라이다 산업 기업 8개사, 전자부품연구원

    - 주요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 판로개척 지원, 바이어  상담 지원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장치업체 선정 ⇒ 공동관 구성 ⇒ 공동관 운영

참여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공동관�장치�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관�구성�

및� 홍보판넬�

제작

전시회�

공동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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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 기간/장소 : 3월 ~ 12월 / 상시

    - 지원기업 : 라이다 산업 기업 10개사

    - 주요내용 : 라이다 유망국가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한 기업 상담 매칭 지원

    - 추진계획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모집 ⇒ 상담매칭 ⇒ 통역원 공유 ⇒ 수출상담회 및 

포럼 운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모집

국내기업·�바이어간�

상담매칭표�작성�

및� 배포

사전�기업정보�

통역원�전달

수출상담회�및�

포럼�운영

 ◦ 홍보체계 구축지원

    - 기간/장소 : 5월 ~ 9월

    - 지원기업 : 라이다 산업 기업 7개사

    - 주요내용 : 라이다 산업 관련 기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20년도 수혜기업 및 광주 지역 기업 제외)

    - 추진계획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용역사업자 
선정 ⇒ 영문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기업�영문�

홈페이지,�동영상�

제작지원

영문�홈페이지,� �

동영상�결과물�

기업활용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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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7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20. 6. ~ 2022. 12. (2년7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 144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MEMS관련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구축장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MEMS산업체 대상 비R&D지원사업 수요조사

      • MEMS공정 지원 장비 및 전주기적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비R&D지원사업 

수요조사

    - MEMS기반 산업 기업 신규 과제 발굴 기획 지원

      • 해당 분야 신규 사업화 수익모델 도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지원

    - MEMS기반 산업분야 기초이론 및 장비 교육 운영

      • MEMS공정 및 반도체 재료, 소재 등 관련 산업분야 기초 이론 및 장비 교육 실시

    - MEMS기반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산업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자료 구축

□ 지원내용 

 ◦ 해당 분야 신규 사업화 수익모델 도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지원

 ◦ MEMS기반 산업분야 기초이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업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 기업체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및 파견활동 지원

□ 문의처 

 ◦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 (062-605-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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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8  광융합산업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1. 3. ~ 2021. 12. (9개월)

 ◦ 사 업 비 : 43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주 광융합산업 제품기술 및 시장성 확보 예상기업

 ◦ 인증지원 수 목표 : 광주지역내 광융합산업분야 40개사 195건
      ※ 국내 외 인증 243건, 국내외 성능시험 35건, 인증취득 컨설팅 2건,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컨설팅 3건, 공동브랜드(LUXKO) 시험인증 10건

 ◦ 주요 사업내용

    - 국내·외 광융합분야 8대분야 제품 시험인증 및 성능시험지원
       ※ 광융합 8대분야 : 광통신, 광융합조명, 광에너지, 광정밀, 광소재부품, 광영상정보, 광결상정보, 광의료·바이오

    - 국내·외 광융합분야 인증취득 컨설팅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컨설팅 

    - 광융합산업 공동브랜드(LUXKO) 시험인증 

□ 지원내용 

 ◦ 국내·외 광융합분야 8대분야 제품 시험인증 및 성능시험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목표) : 243건 / 성능시험 지원(목표) 35건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위원회

⇒
협약 및 
사업수행

⇒ 결과보고 ⇒ 지원금 집행

시험 및 
인증획득 등 

지원기업 
모집공고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접수

모집기업 
제품대상 
선정평가 

(제품 규격 
및 효율 등)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선정기업별 
시험 및 

인증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선정기업 대상 
시험성적서  

발급 확인 후 
지원금 집행

 ◦ 국내∙외 광융합분야 인증취득 컨설팅지원 : 2건
     ※ 지원내용 :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 우수제품, 녹색기술과 

같은 기술개발제품 인증 등 광융합 국내 인증관련 컨설팅 지원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컨설팅 지원 : 3건

 ◦ 광융합산업 공동브랜드(LUXKO) 시험인증 지원 : 10건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사업운영부 (062-60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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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9 광기반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 (스마트특성화사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20. 4. ~ 2022. 12. (3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12.(1년)

 ◦ 당해연도 사업비 : 201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재직자 대상 광융합기술향상 S/W 교육과정 운영

    - 광융합산업 혁신기관 인프라 공동활용 종합정보망 운영

    - 광융합산업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WG 구성 및 운영

□ 지원내용 

 ◦ 재직자 대상 광융합기술향상 S/W 교육과정 운영 : 교육 7회, 교보재 개발 2건

    -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 3개 기관 기구축 장비 및 신규 구축 장비 등을 반영한 교육 추진

 ◦ 광융합산업 혁신기관 인프라 공동활용 종합정보망 운영 (www.photonicsinfra.org)

    - 4개 기관의 기업 지원 모니터링 및 feedback 등 광융합 산업 주체간 네트워킹 

    - 실시간 장비 구축 및 운영, 기술  ∙인증∙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 교육 

신청 현황 등의 서비스 제공

 ◦ 광융합산업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WG 구성 및 운영

    - 광통신, 광정밀 등 분과별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워킹그룹 구성으로 기술·산

업동향, 노하우 등 교류를 통한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워킹그룹 분과 구성 및 운영 : 각 분과별 3~4회 개최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사업운영부 (062-60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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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1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주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기업 
발굴과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4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1년)  

 ◦ 당해연도 사업비 : 400백만원 (국비 320, 지방비 80)

 ◦ 지원대상 : 광주소재기업 및 구직자

 ◦ 주요 사업내용 

    -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일자리 매칭 지원

    - 일자리 협의회 운영

    - 우수기업 홍보 대회 및 일자리 공모전 개최

    - 채용설명회 및 일자리 박람회, 세미나 개최 

    - 지역 우수기업 언론 홍보 지원 

    - 일자리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채용정보 제공

□ 지원내용 

 ◦ 우수 기업 발굴 : 광주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 70개사

   

구  분 주요 내용

좋은�일자리�

중소기업�발굴

◦�광주�전력산업�우수기업�조사�및�선발

� � -�일자리협의체�추천�기업(광주�전략산업�분야�기업·기관·대학)

� � -�관련�기관�및� 대학� 사업단,�학과�교수�추천� 기업

평가�기준

◦�매출액� 10억,� 10인�이상,�최근� 2년�고용�확대,�직원복지�제도

◦�지역�인재�고용실적,�고용환경�개선,�일자리�성장율�등� 반영� � � �

� � � ※�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세부�심사평가�기준�조정

 ◦ 우수 중소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2회) : 4월, 8월

    - 주요내용 : 채용계획이 있는 우수기업 선별(10개사 이내), 대학에서 취업

              준비 구직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기업 좋은 일자리 마련과 구직자 일자리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기업 CEO-재직자가 서로 이해를 통해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자리 인식개선 

인문학 초청 강연 개최(3회) : 5월, 9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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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고용환경변화 대응전략, 국내외기업 환경

개선, 우수사례 소개, CEO가 생각하는 직장, 재직자가 생각하는 직장의 

모습 등 고용환경 및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 제 2회 중소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6월 ~ 10월

    - 현직자가 직접 전하는 지역 우수기업 홍보 대회

- 우수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구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의지 고취

 ◦ 구직자 중소기업 이해 향상을 위한 우수기업 홍보 책자 제작 : 11월

    - 대    상 : 지역혁신프로젝트 우수중소기업 중소기업 

- 소개내용 : 기업 비전, 약력, 제품소개, 연봉, 기업복지 등 기업 정보

- 홍보물 배포 : 대학 일자리센터, 지역 인력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구직자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기업 자료 홍보

 ◦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성과 확대(지속) : 250명

    - 기업 수요중심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홍보관 운영: 4회

   · 혁신기업 일자리 매칭데이(5월),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7월), 광주 굿잡

     페스티벌(9월), 지역혁신 일자리박람회(10월)

     ※ 행사 일정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프로그램 : 희망기업 발굴 및 현장매칭, 구인정보 제공, 기업 맞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운영, 중소기업 인식개선 초청 강연, AI면접 체험지원

 ◦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보시스템 제공 

    - 홈페이지 : www.gwangjujob.net 

   • 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지원(온/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안내 및 취업 만족도 조사·분석

□ 문의처 

 ◦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 (062-605-9614) 



2021광융합산업 지원사업 통합 메뉴얼

48

인력양성 2  광융합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1년)  

 ◦ 지원규모 : 160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 분석 : 1건 

    - SC운영 (일자리 문제해결 정책·직무선정 및 일자리 실태조사분석) 

    - SC+(교육프로그램, 신규 사업) 협의체 운영 : 12회

    - 기업 채용 지원

□ 지원내용 

 ◦ 광융합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광융합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년도 레이저/광의료 광통신/ 광융합조명 광에너지 광부품

‘20년

광센서기기
(‘21년도 조선이공대
연계 교육운영

예정)

- -
광소재부품

(’21년도 교보재
개발 예정)

‘19년
광의료기기
(’20년도 교보재

개발)
-

IoT 기반 광에너지
(‘20년도 목포대
연계 교육운영)

-

‘18년
산업용레이저

(‘19년도 조선이공대
연계 교육운영)

광통신
(광기반 교육
운영중)

- -

     - 광의료기기 교보재 개발 : 1건 

       • 목    적 : 미래선도산업으로 광융합산업의 융복합 기술을 갖춘 우수한 잠재

인력 양성을 위한 광의료기기 교보재 개발 

     - 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 : 2건 

        • ‘20년도 및 21년도 인력수급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광융합분야 일자리 

신규 사업 개발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한국광산업진흥회)

           49

     - 추진절차

SC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프로젝트�

협의체�

구성(SC+)

⇒
직무�

표준�개발
⇒

SC위원회

사업내용�

검토�

⇒
고용부·산업부

사업�제안� �

  ◦ 기업 채용 지원           

     - 비즈니스페어 및 로드쇼 연계 일자리 홍보관 운영 취업 연계 

     -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 연계  

     - 일자리 시스템 연계 취업 매칭 및 기업 채용DB 배포 

     - 추진절차 

        

기초자료 수집 실행 사후관리

기업�
채용
계획�
파악� �

⇒

인력�공급�
대학·기관
취업준비
생�파악

⇒

직무�
설명회를�
통한�
인식개선

⇒
광융합
기업�채용�
정보제공

⇒

�일자리�
박람회/�
취업�상담�
홍보관�
운영�
일자리�
매칭

⇒
취업자�근무�
현황�관리

구인-구직� DB구축
기업홍보�및� 네트워킹�
(구인-구직자�인식개선)

기업�채용�
성과� 확대�

사후관리�현황� �
DB구축

 ◦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 : 1회 

     - 조 사 명 : 광융합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교육 훈련 실태조사

     - 목    적 : 구조화된 수요조사를 통해 광융합 관련 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인력 애로 사항 등 파악 

     - 내    용

       • 융합기술 수요, 기업 기본정보, 채용계획 및 희망분야, 퇴직인력 지원 수요 및 

분야 ∙형태

       •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인원충원 방법, 인력 채용시 고려사항, 교육과정 기획 시 

고려사항, 애로사항, 필요한 노무컨설팅∙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일자리 창출 :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광융합비즈니스페어 일자리 홍보관 운영 취업 연계 : 8월

     -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3회  

□ 문의처 

 ◦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 (062-605-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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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3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0. (6개월)

 ◦ 지원규모 : 237.4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기업별 컨설팅팀(NCS전문가 / 산업현장교수 등) 구성 및 운영

    - NCS 기반 기업 컨설팅 수행(직무분석, 채용도구 개발 등)

    - NCS 기반 컨설팅 성과 도출(블라인드 채용 실시, 직무급 도입 등)

□ 지원내용 

 ◦ 기업별 컨설팅팀 구성(NCS전문가) :  25개사

 ◦ 기업별 NCS 기반 컨설팅 수행(직무분석, 채용도구 개발 등)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및 단계별 보고서 검수(5단계) 

 ◦ 방문모니터링(운영기관 주재 점검 / 기업별 2회)

 ◦ 기업활용 컨설팅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방안 도출

 ◦ NCS 기반 채용성과 도출 

 ◦ 결과활용을 위한 기업담당자 교육

□ 문의처 

 ◦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 (062-605-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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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분석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9개월)

 ◦ 지원규모 : 13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융합산업체 및 유관기관 등 

 ◦ 주요 사업내용

    - 광주 광융합산업 통계 조사 및 분석

    - 광융합산업 통계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국내외 광융합산업 시장 및 통계분석 제공

    - 광융합산업체 정보제공 지원 시스템 운영

□ 지원내용 

 ◦ 광주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분석

    - 조사명 : 2021년도 광주 광융합산업 통계 조사(상 ∙하반기 각 1회)

    - 대  상 : 광주 광융합산업체 300여개사 (2020년 기준)

    - 기초조사 내용 : 휴 ∙폐업 및 업종 변경, 신규 업체 발굴 등

    - 조사방법 : ①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광주 광융합산업 DB 업데이트 및 신규업체 발굴 

                ② 온라인 및 유선전화를 통한 광융합산업체 휴・폐업 확인 및 업종 

변경 내용 조사(기간제 근로자 활용) 

                ③ E-Mail, Fax, 유선전화, 필요시 방문조사 등

     - 조사항목

       • 일반현황 : 기업명, 업체수, 대표자,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목 등

       • 통계정보 : 매출액, 고용인원, 수출액, HSK코드, 주요수출국, 광산업 차지비중, 

직접 제조 여부, 시비 만족도 조사 등

 ◦ 광융합산업 통계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8대분야별 3회

 ◦ 광융합산업 시장 및 통계분석 제공 :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정보자료열람서비스 제공

 ◦ 광융합산업체 정보제공 지원 시스템 운영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사업운영부 (062-605-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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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  2021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21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 영  문 : Photonics Korea 2021 Convergence Tech Trade Fair
 ◦ 행사기간 : 2021. 8. 25(수) ~ 8. 27(금) (3일간)
 ◦ 장    소 : 서울 COEX C홀(3층)
 ◦ 사 업 비 : 550백만원 (자체 부담)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1년)
 ◦ 주최/주관 : 한국광산업진흥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光융합육성지원기관
 ◦ 주요행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기관 협력 MOU 체결
    - 자치단체, 광융합산업 육성지원기관 및 대기업 공동관 구성
    - 2021 국제광융합산업 발전포럼 및 광융합산업 육성지원기관 연계 세미나
    - 광융합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 정부시상
 ◦ 전시회 성격 및 특징
    - 국내 최대 광융합 종합 비즈니스 페어 행사,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개최
    - 『광융합기술지원법』시행(‘18.9.21)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광융합

산업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 지난 행사 대비 선택과 집중 : 참가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전시회 위주 행사 → 수출계약 체결 성과도출 중심의 수출상담회 개최
      •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기업 공동관 구성,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 등
 ◦ 신청방법 : www.photonicskorea.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은 후 신청서 작성후 회신 

□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비 지원 : 전시회 참여기업 초청 해외바이어 우선 지원
    - 왕복 항공료 70% (Economy Class 기준), 숙박 2박 100% 
    - 광융합산업 관련 해외 빅 바이어 1:1 상담 매칭 및 통역 지원
       ※ 한국광산업진흥회 관리 해외바이어 200여명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 전시회 참여기업 부담 없이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및 매출증대 지원
      • 비즈니스 페어 참여기업 부스비용 무료
      •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동관 부스구성을 통한 부스비용 지원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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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1 광주 광융합산업 유망 기술 제품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
 ◦ 행사기간 : 2021. 11. 24(수) ~ 25(목) (2일간)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3 전시장
 ◦ 사 업 비 : 550백만원 (지방비)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10개월)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한국광산업진흥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光융합육성지원기관
 ◦ 주요 사업내용
    - 2020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광융합산업 온·오프라인 로드쇼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신기술 ∙신제품 및 체험홍보관 등 특별관 운영
    - 유관기관, 기업 설명회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신청방법 : www.photonicskorea.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은 후 신청서 작성후 회신 

□ 지원내용

 ◦ 로드쇼 참가비 무상 지원(비즈니스 프라자 구성) * 광주지역

 ◦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지원 : 1기업당 최대 5인 
    - 항공료 지원 세분화 및 지원 한도액 설정 계약체결 80%(최대 200만원), 협약체결 

70%, 현장방문 50%
        ※ 참석확인 후 정산 : 인보이스, 항공 e-티켓, 여권사본, 인솔자 100% 지원 

 ◦ 진흥회 해외마케팅센터 및 광융합산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를 유치와 참여 기업간 수출 상담으로 신규 판로개척 기회제공

 ◦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Buyer‘s request)
    - 해외 업체의 구매 오더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지역 업체와의 매칭 프로그램

으로 참가업체의 수출 확대 지원
 ◦ 행사장 운영 지원혜택 
    - 참가업체 디렉토리북 제작을 통한 수출상담회 자료 제공  
      • 기업 제품 세부내용 및 이미지 요청 (국∙영문 혼합형)
    - 전문 통역원 수출상담회 지원  

□ 문의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062-60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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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해결  광융합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명 

 ◦ 광산업 애로해결 SOS지원단 이란 ? 

    - 광산업 분야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본회에 등록된 광산업 분야 

기술전문가(1,118여명)와 본회 MOU 체결이 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

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본회 분야별 전문 상담인력

 ◦ 광융합산업 애로해결 원스톱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kapid.org - 원스톱지원센터

    - 전    화 : 062-605-9615(운영지원부)

    - 방    문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산업진흥회 사무국

□ 상담분야

    - 제품인증분야, 기술/특허분야, 마케팅분야 등

분  야 세부 상담 내용

제품�인증 공동브랜드(LUXKO),� KS,� 고효율�기자재,� 해외�규격,� 인증절차정보�등

법무/규제 제도개선사항,� 법률자문�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검토,� 조세법령�검토,� 회계감사�자문�등

기술/특허 기술사업화,�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등

마�케�팅 국내외�판로개척�활동,�세계일류화�상품지원,�마케팅전략수립,�수출입정보,�관세법,�FTA�활용�등

□ 이용 절차 

  



2.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한국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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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광기술원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 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광융합제품 

기술개발과 시험생산 및 시험∙계측∙인증 등 종합적인 광융합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융합관련 기업체에 대한 창업보육 및 경영지원, 시설

장비, 국내외의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유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광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광주지역 광융합산업단지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국내 광융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역할

    - 기술개발

      • 빛의 원천 연구 : LED, Laser, Sensor, Lens 등

      • 활용기술 연구 : ICT융합∙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에너지∙환경 등

    - 기업지원

      • 토탈 인프라 플랫폼 지원 : 시험∙인증∙교정, 실증, 장비∙공정 지원 등

      • 상시 기술 ∙경영 애로 지원 :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 인력양성 등

□ 주요 연혁

 ◦ 2000. 12 법인 설립 승인(산업자원부)

 ◦ 2001. 04 한국광기술원 개원

 ◦ 2002. 12 시험∙계측∙인증∙신뢰성 평가사업 착수

 ◦ 2003. 11 창업보육 및 육성지원 사업 착수

 ◦ 2004. 11 신청사 개청 및 클린룸 완공

 ◦ 2005. 05 KOLAS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정획득

 ◦ 2005. 09 시험생산센터 1동 준공

 ◦ 2006. 05 KOLAS 국가공인 교정기관 인정획득

 ◦ 2007. 12 시험생산센터 2동 준공

 ◦ 2008. 11 시험생산센터 3동 준공

 ◦ 2010. 06 특허 기술상(지석영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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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05 경인지역고객지원센터 개소(시흥)

 ◦ 2011. 06 신기술창업센터 준공

 ◦ 2011. 09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대통령 표창

 ◦ 2012. 06 LED가로등 실증동, LED조명실증센터 준공

 ◦ 2014. 11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공로 대통령 표창

 ◦ 2015. 11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준공

 ◦ 2016. 0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2016. 11 극한환경 테스트베드동 준공

 ◦ 2017. 01 전자파 시험동 준공

 ◦ 2018. 03 방위사업청 전문연구기관 위촉

 ◦ 2018. 10 제1호 연구소기업 ㈜티에스테크 설립

 ◦ 2020. 01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2호)

 ◦ 2020. 07 국가연구시설 지정(지능형광학모듈연구센터)

□ 조직 구성

 ◦ 주요본부 : 선임연구본부, 기업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 총 인 원 : 272명

    - 연구직 173명, 기술직 51명, 행정직 48명

    - 박사 107명, 석사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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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 1 광기반기술연계 광융합 산업고도화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4. ~ 2022. 12. (33개월)

 ◦ 지원규모 : 81억원

 ◦ 지원대상 : 국내 광관련기업

 ◦ 사업구분 : 기반구축(기반정비)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출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한도 : 사업비 내

 ◦ 지원내용 

    - (플랫폼구축) 개방형공동활용 기술지원 플랫폼, 공동활용 종합정보망 구축

    - (장비확충) 기구축시설장비 업그레이드, 광융합제품 경쟁력강화 신규장비구축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기술사업화지원

    - (인력양성) 혁신기관연계 기술고도화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

 ◦ 지원절차

   

장비활용수요조사 ➜
장비확충

(업그레이드,신규)
➜

장비활용기업지원
(시제품제작,시험
인증,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 지원결과보고서

 ◦ 구비서류

    - 시설장비활용신청서

    - 연구시설장비지원시스템(http://keps.kopti.re.kr)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장비공정센터 (062-605-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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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02 ~ 2021.12

 ◦ 지원규모 : 23억원(국비11, 지방비5, 민자7)

 ◦ 지원대상 :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

 ◦ 사업구분 : 보조사업(광주광역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수행기관 연계지원의 경우 최대 100백만원

 ◦ 수행주체

   - 주관 : 한국광기술원

   - 참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연구센터

 ◦ 지원내용

   -  기술노하우 상호연계 또는 지원기관 단독 광융합 시제품제작지원 

   -  광융합 제품의 성능향상 기술지원

   -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시험인증분석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2월)

(http://www.kopti.re.kr)
⇒ 선정평가 ⇒ 협약 및 사업수행 ⇒

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 구비서류 

   - 별도 공고에 따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장비공정센터 (062-605-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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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3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 산업고도화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 4. ~ 2022. 12. (57개월)

 ◦ 지원규모 : 167억원

 ◦ 지원대상 : 수동 광소재∙부품 관련 기업

 ◦ 사업구분 : 기반구축,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지방비

 ◦ 지원한도 : 0.7억원 내외(지방비, 민간 매칭 있음)

 ◦ 지원내용 

    - (장비구축) 5G 통신, IoT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PLC 기반 광부품 제조 장비 구축

    - (기업지원) PLC 기반 기술/시장 정보 제공, 상품화 제품 발굴, 전시/수출상담 지원

    - (기술개발) 광통신, 광센서 등 PLC 기반 수동 광소재·부품 기술개발

 ◦ 지원절차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광기술원)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및 선정
(한국광기술원) ➜

사업협약 및 
사업수행
(선정기관)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수행

 ◦ 구비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문의처 

 ◦ 지능형광IoT센서연구센터  (062-605-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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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4  광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기반구축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6. 6. ~ 2020. 12. (5년간), 2021. 1. ~ 성과활용 5년

 ◦ 지원규모 : 145억원

 ◦ 지원대상 : 결과활용기업 (19년 전국 178개사)

 ◦ 사업구분 : 기반구축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한도 : 사업비 내

 ◦ 지원내용 

    - (인프라 구축) 광 융복합 제품의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 장비 구축

    - (기술지원) 설계자문, 공정지원, 시제품제작 등 광 융복합 제품 시장선도를 

위한 애로기술 지원 

    - (시험분석) 광 융복합 제품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적합성 평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규격 측정 등을 통한 인증지원 

 ◦ 지원절차

   

결과활용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술지원 신청서 ➜

선정 및

연구원 배정
➜ 지원 결과보고서

 ◦ 구비서류

    - 결과활용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술지원 신청서

□ 문의처 

◦ 선임연구본부(062-605-9310), 차세대LED연구센터 (062-605-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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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마감

광주그린카진흥원

➜ 신청서 접수 

광주그린카진흥원
➜ 선정평가 및 협약

광주그린카진흥원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R&D 5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광융·복합 전장)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6. 12. ~ 2021. 12. (60개월)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대상 : 광주, 전남 지역 내 자동차 산업 연관 기업

 ◦ 사업구분 :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조성사업 R&D수행기업

    - 광주·전남 지역 내 친환경자동차 산업 연관기업 및 지역 협력기업

 ◦ 지원내용 

    - 기술지원(기술자문지도, 설계∙해석, 시험평가분석 및 성능∙신뢰∙내구 평가, 

시제품제작, 고급정보 구축 및 기업보급, 문제해결, 시험성적서발급) 

    - 지원수단 활용, 사업화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우선 지원

 ◦ 지원한도 : 

    - 기술지도자문 :  3백만원

    - 시험평가분석 :  5백만원

    - 시제품제작 : 20백만원

 ◦ 지원절차

  

□ 문의처 

 ◦ 시험인증센터 (062-60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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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1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3. ~ 2021. 12.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8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기업선도형 최대 1년, 10백만원 70% 이내 자유공모

기반플러스형 최대 1년, 50백만원 70% 이내 자유공모

    * 지원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요건검토 

및 선정
(관리기관)

⇨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
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
(운영기관,참여기업)   

    ※ 장비활용신청은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을 통해 접수

 ◦ 신청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서 참여기업신청서와 장비활용 계

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문의처 

 ◦ 장비공정센터 (062-60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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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

 ◦ 지원규모 : 0.7억원

 ◦ 지원대상 :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사업구분 : 역량강화 기업지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지원한도 : 건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내용 

    - 전문연구원 매칭 기술개발 기획 및 공동 R&D지원

    - 기업대기업간 협력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5백만원 이내)

    - 지재권 출원, 등록비(1백만원 이내)

    - 마케팅 지원(1백만원 이내) 등

 ◦ 지원절차(입주절차)

   

입주기업 모집

(연중 수시)
➜ 입주 심사 ➜ 입주 계약 ➜ 맞춤형 기업지원

 ◦ 구비서류

    - 입주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기업성장기획실 (062-605-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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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3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실증지원장비구축(에너지 분야)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의사 확인서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

➜
기술지원 신청서 

(인공지능산업융합
산업단)

➜
연구원 배정

성능 평가 수행 및 
데이터 수집

➜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 12. 31.

 ◦ 지원대상 : 국내 에너지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

 ◦ 사업구분 : 기반구축, 기업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공지능, 에너지 및 전력 산업 연관기업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지원 장비 연계를 통한 에너지 

기술 사업화 기업

 ◦ 지원내용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분석 장비 구축

    (기술 지원)

    - 기술자문지도, 시험평가분석, 성능/신뢰성 평가, 에너지 데이터 분석지원

    - 인공지능 연계 에너지 제품의 성능 분석/측정 지원

    -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결과 활용 동의 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결과활용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술지원 신청서

□ 문의처 

 ◦ AI에너지연구센터 (062-605-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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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4  2021년 광융합산업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구 분  지원 내용

공정

개선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을 향상 및 기업 매출 신장 및 시장진출 경쟁력 강화지원 

-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조 원가 절감 및 불량률 감소 등 공정개선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 모듈, 제품 등 

- 국내외 시장 진출 시 고객의 요구 및 기업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품질 및 

시험인증지원

- KS, 고효율 등 인증시험,  광ICT 및 광융합기기 일반시험 등 성적서 발급지원

- 신뢰성, 물성분석, 전자파, 자동차 등화부품, 품질시험 등 분석보고서 발급지원 

기업맞춤형

지원

- 현장맞춤형 및 기업이 원하는 각종 기술교육

- 기업진단 및 자문,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02. ~ 2021. 12. (11개월)

 ◦ 지원규모 : 3억원(각 기업당 약 35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 

 ◦ 지원대상 : 총 6개사 (혁신형 기업 : 3개사, 성장형 기업: 3개사) 

 ◦ 사업구분 : 광주시 지방보조금 사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광융합분야 성장가능 후보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강화와 개별기업 수요자 맞춤형(혁신형·성장형) 신성장 광융합산업 新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혁신형기업) 스타 및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300기업 

     - (성장형기업) 예비명품기업 ⇨ 명품 및 스타기업

 ◦ 세부지원내용(안)  

    

 ◦ 지원절차(안)

   

사업공고 
및 접수마감
(21.2 ~ 21.3)

➜
신청기업 서류심사 
및 선정 기업 통보 

(21.3 ~ 21.4)
➜

공정개선, 시제품, 품질 및 
시험인증 등 사업 수행

(21.4 ~ 21.11)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21.12)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시험인증센터 (062-60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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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1  2021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규모 : 1.2억원

 ◦ 지원대상 : 한국광기술원과 협약한 기업의 재직자

 ◦ 사업구분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교육안내  

   - 맞춤형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현장 중심 교육)

   - R&D 전문인력 양성 교육

   - 고용보험가입 재직자 교육비 무료(국비지원)

   - 주요교육과정 : 광학설계, LED제작/응용, 레이저, 초정밀 등  

    ※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http://edu.kopti.re.kr)

 ◦ 지원절차

한국광기술원과

협약
⇒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문 의 처

 ◦ 기술사업화센터 (062)605-9298, 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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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2  2021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업수요맞춤형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규모 : 2억원

 ◦ 지원대상 : 한국광기술원과 협약한 기업의 재직자 / 미취업자

 ◦ 사업구분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교육안내  

   - 협약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근로자 경력개발로드맵 및 훈련 로드맵 개발 

   - 고용보험가입 재직자 교육비 무료(국비지원)

   -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취업연계과정 운영

   - 주요교육과정 : 광학설계, LED, 레이저, 초정밀, 취업연계과정 등  

    ※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http://edu.kopti.re.kr)

 ◦ 지원절차

한국광기술원과

협약
⇒ 직무분석 ⇒

기업맞춤형 

교과정 개발
⇒ 교육 실시

□ 문 의 처

 ◦ 기술사업화센터 (062)605-9298, 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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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3월 중)
➜

선정 평가

(4월 중)
➜

R&D 사업기획비,

시제품 제작지원
➜ 결과발표 및 평가

인력양성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빛나는 내일을 위한 일자리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

 ◦ 지원규모 : 2.4억원

 ◦ 지원대상 : 광주소재 광융합산업 분야 중소기업

 ◦ 사업구분 : 광융합산업 취업예정자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채용연계 취업 약정서 체결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취업예정자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지원

    - R&D 사업기획비(1.5백만원)

    - 시제품제작 지원(7백만원)

    - 마케팅 지원(1.5백만원)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사업 아이템, 시제품 개발, 채용 계획)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문의처

 ◦ 기술사업화센터 (062-60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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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  인프라(시설/장비/공정) 활용지원

□ 연구시설(클린룸) 활용 지원  

 

구   분 면   적(㎡) 클래스 비고
메인클린룸 1,223 Class 100  ~ 100,000

시험생산1동 1,644 Class 10,000~100,000

시험생산2동 1,441 Class 10,000~100,000

시험생산3동 48 Class 1000 ~ 100,000

합   계 4,356

   ※ 공실(空室) 발생시 활용지원 가능함으로 전화문의 필요

□ 공정지원 

 ◦ LD, PD, LED, Sola, Sensor 등 단위 및 일괄공정

□ 지원장비 보유 현황 (MOCVD 등 650점)

 ◦ 제작∙측정

    - 광통신부품 : PECVD 등 84점

    - LED, 마이크로LED 에피/칩 제작 MOCVD 등 49점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모듈제작 Inkjet/Nozzle Jet Printer 등 13점

    - 광통신/LED 패키징 : Laser welder 등 86점

    - 광응용 : LC filling machine 등 96점

    - 초정밀광학렌즈 : High speed 3D scanner 등 65점

    - 광의료 : Screen printer 등 22점

 ◦ 시험∙인증∙실증

    - 시험인증 및 교정 : SEM 등 143점

    - 조명실증 : 실증 태풍/모래/미세먼지/강우가습 테스트베드 등 126점

□ 신청절차

 ◦ 한국광기술원 연구시설장비 지원시스템(http://keps.kopti.re.kr) 접속 후 절차에 따라 

활용 신청

    - 입주 활용 심의 절차

     

입주상담

(입주조건 등)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심의

위원회 개최
➜ 입주계약 체결

□ 문의처

 ◦ 장비공정센터 (062-605-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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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2  KOLAS 국제공인 시험·교정·검사 지원

□ 지원 분야 

 ◦ LED조명 및 조명융합 시험성적서 발급지원 

    - KS인증 및 고효율인증시험 및 의뢰인 요구조건 등 맞춤형지원 

    - KC적합성(전자파)평가시험, 전자기 적합성 시험(EMC) 등 기술지원  

    - 한국도로공사/광주광역시/지자체 등 

 ◦ 광부품 및 광통신융합 시험성적서 발급지원 

    - 신뢰성 바우처 활용 환경/신뢰성/기계적/분석 및 BMT 시험지원

 ◦ KOLAS 교정성적서 발급지원 

    - 광통신분야(시간영역광반사계 등 총 9개 품목)교정 지원 

 ◦ 물성분석
    - 표면, 전기적특성, 결정구조, 광학적특성분석

 ◦ KS심사/조달물품 전문검사

    - (KS) LED 가로등 외 11품목, (조달) LED 실내등 외 5품목

 ◦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

    - 자동차관리법 등화 부품 시험, 미등/제동등 외 5종 15품목

 ◦ ICT융합품질인증(경인)
    - (사례) ICT무선마을방송시스템, 고독사 방지용 스마트케어 LED등기구,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화재감지 등

□ 위치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시험인증센터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전자파시험동

 ◦ (경인)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 수수료 안내 ⇨ 시험 진행 ⇨ 성적서 발급 

    (신청 및 접수 : http://tncc.kopti.re.kr)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KOLAS 등록장비로 외부 반출 사용은 불가

□ 문의처

 ◦ 시험인증센터 접수처 (062-605-9295), 경인 접수처 (031-8041-1797)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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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3  국가연구시설 (N-Facility) 활용지원(광학렌즈분야)

장비관리시스템

➜
신청 및 검토

➜
진행 및 결과서 발행

연구시설장비지원시스템

http://keps.kopti.re.kr

공정의뢰서 작성 및 

담당자 검토

시험분석진행 및 

결과서 발행

□ 시설개요 

 ◦ 시설소개: 주력산업의 핵심 제품 및 장비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광학렌즈/

부품관련 장비활용, 연구개발 및 제품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및 인

프라 지원

 ◦ 지원기간 : 2021. 3. ~ 2024. 12. (지정기간)

 ◦ 지원대상 : 국내 광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

 ◦ 지원분야 :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측정평가 지원 

 ◦ 시설 장비: 광학렌즈 제작을 위한 소재 부품 제조 장비, 광학렌즈 특성 및 

성능 평가 장비 총 51종 

□ 지원내용

 ◦ 핵심 기술 분야:

   - 광학설계, 광학소재 합성 및 물성분석, 렌즈금형 제작, 렌즈가공 및 성형, 

광학코팅, 광학계 성능평가

 ◦ 시제품 생산 

   - 광학렌즈가 사용되는 다양한 카메라 모듈 및 산업용 광학부품 시제품 생산

을 위한 기업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머신비전, 자동차비전 등)  

 ◦ 연구개발 

   - 지능형(AI) 카메라 모듈 및 산업용 광학계 공동 연구개발 통합 솔루션

   - 산업용 광학계 부품: 레이저 광학계, 머신비전, 로봇비전, 적외선 광학계 등 

   -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 자동차 비전, 스마트공장, 드론, 보안감시 카메라 등

 ◦ 지원 절차

□ 문의처 

 ◦ 지능형광학모듈연구센터 (062-605-9722)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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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 일반 현황

 ◦ 설립 배경 : 레이저 산업기술을 통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집적지 인근에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기업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산학협력, 실용화 기술개발, 첨단산업육성 선도를 지원함

 ◦ 주요 역할 

   - 융합기술개발 : 타학문과 융합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실용적 융합기술 

개발지원 

   - R&D기반강화 :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유망분야발굴 :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융합 신기술 개발 촉진

   - 협력연구강화 : 국내외 선도연구기관과 제품화 및 실용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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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현황 

� �

 ◦ 연   혁   
    - 2012. 07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설립
    - 2012. 08 산업통상자원부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 2013. 01 (MOU)경북대학교-단국대학교-한국광기술원 레이저 광의료기기 산업육성 협력
    - 2013. 07 (MOU)한국생산기술연구소 바이오메디칼 연구센터 
    - 2014. 07 (MOU)대구, 부산, 전남–전방 레이저 산업기반구축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
    - 2014. 10 (MOU)리투아니아 빌니우스 대학 레이저연구센터
    - 2015. 03 (MOU)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헙센터
    - 2015. 07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설립 및 통합 
    - 2015.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전 입주완료 
    - 2016. 09 (MOU) 가천대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
    - 2017. 09 (MOU) 폴란드 바르샤바 기술대학
    - 2018. 04 (MOU) 건양대학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
    - 2019. 02 (MOU) ㈜스몰머신즈, 레이저 응용산업육성 협력
    - 2019. 03 (MOU) ㈜비엠에이, ㈜코맥스, 보건의료기술 공동개발 협력
    - 2020. 02 (MOU)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개발본부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시험/분석 : 1300nm 스윕소스 레이저 외 26종

    - 가공 : 1um대역 광섬유 레이저 외 15종

    - 제작 : 레이저 3차원 적층 조형기 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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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비 명 활용 범위

마이크로 가공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가공

고출력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공

피코초 레이저 발생기 가공

고출력 UV 레이저 가공

펨토초 재생증폭기 가공

레이저기반 마이크로소자 제조장치 가공

고출력 Nd:YAG레이저 가공

1um대역 광섬유 레이저 가공

공정개발용 레이저 용접기 가공

고에너지 가공

고속 레이저 자유형상 제조시스템 가공

고출력 CO2 레이저 가공

레이저 클리너 시험

레이저 3차원 적층 조형기 제작

5축 정밀가공기 가공

X-선 회절분석기 분석

레이저클래딩용 금속분말제조장치 제작

의료기기

1310nm 스윕소스 광결맞음 단층시스템 분석

스윕소스 광결맞음 단층시스템 분석

저출력 SD-OCT 시스템 분석

광음향 단층현미경 분석

1300nm 스윕소스 레이저 분석

파장가변형 Nd:YAG 레이저 분석

광대역 광섬유 레이저 분석

동결건조시스템 시험

광전자기기

의료용 레이저 광원 패키징 시스템 시험

밀봉접합기 및 Leak 시험기 시험

PCB 노이즈 디버깅 측정기 분석

비접촉식 표면분석기 분석

 ◦ 주요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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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장비 소개 담당자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 Ti:Sapphire 기반의 극초단 펄스레이저로 

다양한 소재 가공 및 기술개발에 활용

◦ 위치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밀 가공

진행

이민호 

선임연구원

(053-219-0437)

피코초 레이저

◦ 1064 / 532 / 355 nm 파장가변형 

극초단 펄스레이저로 금속 및 비금속 

미세가공에 활용 

◦ 위치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밀 가공 

진행

이찬우

선임연구원

(053-219-0758)

고출력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 높은 펄스 에너지 및 반복률을 가진 레이

저로, 레이저 응용 기초연구부터 제품 초기 

양산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위치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밀 가공 진행

이찬우 

선임연구원

(053-219-0758)

고속 레이저 자유형상 

제조시스템

◦ 용접, 절단, 클래딩, 3D프린팅등의 작업이 

가능한 레이저 가공시스템으로 다관절 

로봇장치와 연계하여 3D형상의 적층 및 

복잡한 구조물 가공 지원

신성선 

선임연구원

(053-219-0439)

인프라  주요 장비 소개 

□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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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장비 소개 담당자 

 5축 정밀 가공기

 ◦ 5축 CNC 가공 장비로 다양한 산업용 

부품의 제조공정 및 양산화 기술개발 지원

주상은 

선임연구원

(053-219-0539)

레이저 클래딩용 

금속분말 제조장치

 임 고주파 가열(코일)에 의해 용해 된 금속을

고진공 속에서 가스(아르곤, 질소)를 분사

하여 양질의 금속분말 생산을 위한 장비

신성선 

선임연구원

(053-219-0439)

레이저 기반 

마이크로소자 제조장치

 ◦ 투명한 소재의 내부 및 외부 초정밀 레이저 

가공을 통한 마이크로 디바이스 통합 제조 

장비

이찬우

선임연구원

(053-219-0758)

저출력 Spectral domain 

OCT 시스템

 ◦ 비침습 In vivo 측정을 통한 

고해상도 단층 영상 촬영

 ◦ 피부과, 안과 등 의료분야 레이저 

응용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이민호 

선임연구원

(053-21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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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장비 소개 담당자 

공초점 현미경

◦레이저 광원과 Pinhole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3D 관측

◦비접촉 방식으로 표면 거칠기 측정 및 분석

권성민 

선임연구원

(053-219-0336)

 X-선 회절분석기

◦ 결정상들의 정성 및 정량 분석

◦ 시료에 포함된 결정성 및 구조 해석

신성선 

선임연구원

(053-219-0439)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 장비명 검색 → 시설장비 정보 확인

 ◦ 온라인 장비이용 신청(www.lac.or.kr, www.iact.or.kr) 또는 담당자 직접 연락

□ 장비 외부 반출 사용여부

 ◦ 외부 반출 불가 



2.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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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광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광주광산업발전을 위하여 

2001년 정부가 주도하여 세계 선진 광기술 전문연구소들을 모델로 

삼아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광기술전문 기초 

및 응용연구기관입니다.

 ◦ 주요 역할 

    - 국가 산업 기여를 위한 광과학 원천 및 융합기술연구

    - 광융합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광과학기술 연구 역량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 조직 현황 

   

소장(교수)
연구원

행정지원 계
박사급 석사급

1 45 18 9 73  

 ◦ 연   혁   

    - 2001. 05 연구소 설립

    - 2003. 08 극초단광양자빔 연구시설 구축사업 수주

    - 2004. 05 고등광기술연구소 건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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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비 명 활용 범위

측정

전자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3D공초점 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실시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광학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에너지미터  레이저 에너지: < 10 J

 스펙트로미터  범위: Visible

 광학계 분산 측정기  범위: Visible

초분광 이미징 현미경 발광 소자/소재의 분광 이미징 및 분석

시분해 형광 측정 장치 피코초 스트릭 카메라 기반 시분해 분광 장치

광파장측정기 (Angstrong)

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17B)

제작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미세 가공용 고반복률, 극초단, 저출력 
레이저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펄스폭 가변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CO2 레이저 연마 가공 시스템 광섬유 및 투명 물질 표면 연마

UV 레이저 시스템
다양한 물질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3차원 펨토초 레이저 마킹 시스템
다양한 물질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 2008. 01 아시안레이저센터 운영사업 착수

    - 2008. 11 극초단광양자빔 특수연구동 준공

    - 2010. 09 1PW(1,000조와트) 레이저 시설 구축

    - 2012. 01 1.5PW(1,500조와트) 초강력레이저시설 증축 

    - 2012. 01 고성능광섬유레이저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 2012. 11 IBS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 유치

    - 2016. 02 4PW(4,000조와트) 초강력레이저시설 구축

    - 2016. 11 방위사업청 전문연구기관 선정

    - 2020. 12 제9대 이영락 소장 추임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측  정 : 전자현미경 외 10종

    - 제  작 :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외 5종

 ◦ 주요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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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장비 소개 담당자

광파장 측정 장비

(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17B))

◦파장 범위 : 600 ~ 1750 nm

◦분해능 : 0.01 ~ 2.0 nm

◦입사광 세기 범위 : 20 dBm

◦ 활용분야 : 레이저 및 가시광/적외선 광원 

파장 정보 측정

강훈수 

수석연구원

(062-715-3323)

광파장측정기 

(Angstrong)

◦ 파장 범위 : 600 ~ 900 nm

◦ 분 해 능 : 10 MHz

◦ 활용분야 : 레이저 및 가시광/적외선 광원 

파장 정보 측정

초분광 이미징 현미경

(Hyperspectral Imaging 

Microscope)

◦도립 현미경 결합 분광 장치 (최대 1500배 

확대)

◦분광 영역 : 400~800nm

◦활용 분야 : 발광 소자/소재의 분광 이미징

및 분석

임상엽 

책임연구원 

(062-715-3363)

시분해 형광 측정 장치

   (Time-resolved 

Photoluminescence 

Measurement System)

◦피코초 스트릭 카메라 기반 시분해 분광 

장치

◦분광영역 : 360~800nm

◦활용 분야 : 광소재의 시분해 형광 분석

인프라  주요 장비 소개 

□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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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장비 소개 담당자

[ 펨토초 레이저]

•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

공 시스템(Pharos, 100kHz, 

6W, 1030, 515, 257 nm, 

250fs)

• 미세 가공용 고반복률, 극초단, 

저출력 레이저 시스템(Clark, 

1kHz, 1W, 800nm, 185fs)

• 펄스폭 가변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APRI FEMTO-K1, 1kHz, 

2.3W, 800 nm, 22fs ~ 5ps)

• CO2 레이저 연마 가공 시스템
(COHERENT, 25kHz, 55W, 10.6 μm)

• UV레이저 시스템 (COHERENT, 

30~300kHz, 3W, 266 nm)

• 전자현미경(COXEM, 30 ~ 

100,000배율)

• 광학현미경(ZEISS, X10, X20, 

X50, X100)

• 3D 공초점 현미경(OLYMPUS, 

408nm LD laser, X5, X10, 

X20, X50, X100)

◦고반복률 및 저반복률의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CO2 레이저 연마 가공 시스템

◦정밀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고속 

레이저 가공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3차원 현미경을 

이용한 레이저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분석

◦활용분야 

  - 초정밀 레이저 가공 분야

  - 미세 마스크 및 다양한 물질 내외부 가

공 응용

  - 광섬유 끝단 정밀 가공 및 다양한 형상 

프로브 제작

  - Optical waveguide 및 광소자 부품 응용

  - 3차원 원통형 튜브 가공 및 의료 정밀 

소자 제작

  - 광섬유 센서 소자 

  - 레이저 가공 기술을 이용한 산학연 가공 지원

손익부 

수석연구원

(062-715-3337)

□ 신청 절차

 ◦ 당당자 협의 후 활용

 ◦ 장비 반출 불가 



3.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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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지원건수　 5 94 162 610 795 1,030 835 850 670 320 5,371

수입금
(백만원)　 3 18 33 214 286 422 360 370 350 193 2,249

지원업체수　 10 40 60 94 118 164 140 142 112 68 948

SCI　 1 18 12 5 1 24 22 35 18 18 154

학진　 　 8 1 4 6 7 19 20 7 4 76

출원　 3 14 3 5 1 10 14 7 9 5 71

등록　 　 1 3 10 3 - 2 7 3 4 33

PCT, 국제　 　 　 1 4 4 - - - 1 - 10

시제품　 3 6 5 4 6 15 20 13 2 4 78

인력

양성

박사 　 　 2 3 2 - 1 3 1 4 16

6 3 5 17 13 19 22 26 15 35 161 석사

기관소개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부경대학교 교칙

 ◦ 주요 역할 : LED-수산생물융합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 조직 현황                                             

 ◦ 기업지원, 논문, 특허, 시제품, 인력양성 현황 (‘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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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장비명 모델명 용도

1 열저항측정장치 T3ster 열저항측정 

2 적외선 열측정기 VarioCAM 열화상/표면온도 측정

3 IV 특성분석 5000E LED 전류/전압 특성 측정

4 디지털멀티미터 2000 전류/전압 측정

5 솔더링시스템 Hotplate 솔더링 작업

6 확대경 SZ61 시료확대

7 Solideworks Solideworks 3D 기구설계 프로그램

8 FloEFD FloEFD 유체해석 프로그램

9 시편 제작기 GLP-S20/25 시편 절단 및 연마

10 AC전원공급기 EC1000S AC 전원 공급장치

11 DC 전원장치 N5750A DC 전원 공급장치

12 PADS PADS PCB설계 프로그램

13 RP3DPrinter  360MC 시제품 제작

14 전기전도도측정기 2182A-ECprobe 전기전도도측정

15 저저항소재측정기 2440-System 저저항 소재 전기적 특성 분석

16 고저항소재측정기 6517B-System 고저항 소재 전기적 특성 분석

17 3D 스캐너 Solutionix 역설계, 형상검사

18 열전도도측정기 LFA467 열전도도측정

19 전력품질 분석 시스템 4,351,507 전력품질 분석

20 접지테스터 1625 접지 테스트

21 ANSYS 소프트웨어 ANSYS 방열해석 프로그램

22 풍동시험기 SEA-WTS50 냉각/방열모듈의 강제대류 시험

23 산란 측정기 RT-300 시료 표면의 산란특성 측정

24 LED 지향각 측정기 VA-3000 LED PKG 광도 분포 측정

25 라이트툴스 Academic 조명광학계 시뮬레이션 및 설계

26 지맥스 ZEMAX-EE 렌즈 및 광학부품 설계

 ◦ 주요장비 현황

   - 시험인증장비 : 적분구, 배광기, 항온항습기, IP, 염수분무, 폭발시험기, EMC 등 117종

     • LED조명 KOLAS, 고효율, 표준 측정평가 장비 (광학/광도, 전기안전, 환경신뢰성, 

방폭, 전자파 등)

   - R&D장비 : 3D프린터, 각종 설계 S/W, 계측기 등 137종

     • LED조명 시스템 R&D 장비 (광학, 방열, 전원, 회로, 제어 등) 

     • LED-수산양식 R&D 장비

   - 보유장비 목록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95

순번 장비명 모델명 용도

27
형광감쇄측정기 PS-PLUI-WEP1400

각종 Phosphor device의 
Efficiency 및 Color 등을 평

가하는 장비

28 분광 반사/투과율 측정기 CM-3700d 시료의 파장별 반사율/투과율 측정

29 3차원측정기 AXIOMTOO900CNC 광학부품 및 기구물의 밀 치수 측정

30 분광 조도계 CL-500A 조명 연색성, 조도, 스펙트럼 측정

31 태양광 스펙트로미터 MS-710 태양의 시간별 스펙트럼 측정

32 범용 광특성 측정 시스템 MS 다양한 광학 특성 평가 시험

33 결상 색채계 PM-1613F 휘도/색좌표 측정

34 글레어 측정시스템 Glare System UGR 측정

35 LMK 면휘도계 LMK Mobile 면휘도 측정

36 동영상 휘도계 ELF System 동영상 휘도 측정

37
Impedance/Gain-phase 

analyzer
ZGA5905 임피던스 게인 분석 측정

38 오실로스코프 DPO 7054C 전력 측정 및 분석

39 전자회로 설계 시스템 ORCAD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

40 전력선 통신 개발 시스템
NodeBuilder FX/PL 개발

Tool
전력선네트워크모듈개발

41 CAN 네트워크설계시스템 EWAVR 네트워크 모듈 개발

42 CANoe 네트워크분석시스템 Vector CANoe7.5 네트워크 모듈 개발

43 무선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Ubiqua Protocol Analyzer 

Std edition
무선네트워크 신호측정

44 파워서플라이 E3631A 전원공급장치

45 8051 컴파일러 EW8051-EDU 네트워크 모듈 개발

46
네트워크 모듈 개발용 디지털 

멀티미터
34401A 전압, 전류, 저항 측정

47 I/V 프로브시스템 MST4000A IV 특성 측정

48 전력분석기 WT1800 전력 측정 및 분석

49 전원공급시스템 DP030S 전원공급장치

50 전력증폭기  　WD 전력증폭

51 PCB회로설계 ORCAD 회로 설계 프로그램

52 FPGA 시스템 　FPGA 디지털 회로 설계

※ http://www.led-marine.org/page/?pid=equip1 / http://www.led-marine.org/page/?pid=equip2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담당연구원과 상담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필요한 경우, 센터장 승인하에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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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해양·수산·선박 특수LED조명 시스템 R&D 기업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수시

 ◦ 지원규모 : 기술 요구사항별 지원

 ◦ 지원대상 : 산학연

 ◦ 사업구분 : 공동연구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기업 부담 또는 정부 R&D 사업 공동참여

 ◦ 지원한도 : 없음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양수산, 선박 특수 LED조명, LED방폭조명 등  

    -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 기업이 요구하는 단위공정(설계, 측정지원, 제작지원 등) 단기 지원

    - 

 ◦ 지원절차

   
수요 제기 ➜ 기술 상담 ➜

지원 목표, 범위, 

추진전략 확정
➜ 기술 지원

 ◦ 구비서류

  - 담당 연구원과 상담

□ 문의처

 ◦ 센터 (010-8151-8941)



4.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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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사 업 명 : 차세대 마이크로응용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1. 03. ~ 2017. 01.

     - 총 사업비 : 252억(국비204억, 전라남도20억, 장성군 26억, 민간2억)

     - 센터규모 : 부지9,657㎡, 건물 3,651㎡(지하1층, 지상3층 규모)

 ◦ 주요 역할 

    

레이저가공
산업육성

�▪차세대�레이저�가공산업�육성 ▪산학연관�협력체제�강화

�▪미래성장동력산업�기획�및�발굴

기업육성

�▪입주기업�보육�및�사업화연계�활성화를�통한�기업�육성

�▪유망기업�발굴�및�유치 ▪강소기업�발굴�및�육성

기술
사업화

�▪레이저�가공�핵심�기술개발 ▪기술개발을�통한�사업화연계

�▪시제품제작,�공정기술�지원으로�제품�고급화�지원�

인프라 
활용

�▪공동기술개발�및�기술지원 ▪공용장비�및�임대공간�활용
�▪창업기업�사업화지원 ▪재정자립도�향상

 ◦ 조직 현황                                              (2020. 12. 11. 기준)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9 8 2 2

부서장 1 1 - -

직원 8 7 2 2



2021광융합산업 지원사업 통합 메뉴얼

100

 ◦ 연   혁   

    - 2011. 03.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구축사업 협약

    - 2011. 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개소식

    - 2013. 06.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준공

    - 2016.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반조성 우수기관 표창

    - 2017. 10. 신규 사업 선정(총 100억원-차세대 스텐트, Bio-IoT 센서)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가공 : 펨토초 초정밀 레이저 가공시스템 외 8종

    - 측정 : 3차원 레이저 형상측정 시스템 외 6종

    - 증착 : 이온빔스퍼터 시스템

    - 기타 : 이온밀링시스템 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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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장비 현황

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레이저
가공

ps-3파장 펄스 기반 
정밀 가공용 빔전송 및 

비전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부품 등의 초소형 가공 및 절단용 
스테이지

펨토초 초정밀 레이저 
가공시스템

◦레이저 초정밀 가공

CO2 레이저기반 
가공시스템

◦레이저 스크라이빙, 미세 드릴링, 절단 기술개발

5축 가공기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 시제(작)품 생산지원 및 이용자 

개방형 장비교육
◦3차원 가공을 통한 레이저 미세절단 및 용접 생산지원

자외선 레이저기반 
패터닝 시스템(엑시머)

◦PMMA 등 폴리머 기반 금형 몰드의 나노 사이즈급 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체 가공지원 

나노초 DUV 레이저 
가공시스템

◦레이저 스크라이빙, 미세 드릴링, 절단 기술개발

고속 절단 및 드릴 
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관련 핵심 부품 소자의 비열 
초미세 가공 [시험]

◦차세대 디스플레이(LCD, AMOLED) 및 전자회로소자
(TFT)의 고속 정밀가공 [시험, 생산]

레이저 PCB 가공기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IT전자산업 및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PCB 회로기판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

다목적 광섬유 
격자가공시스템(엑시머)

◦LPG(Long period grating), FBG(Fiber bragg grating), 
PMF(Polarization maintaining fiber) grating 등 optical 
fiber 기반의 마이크로 사이즈급 미세 패터닝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체 가공 지원

◦정밀 센서용 fiber core 미세 패터닝 기술 개발 및 기업체 
애로기술 지원  

측정

3차원 레이저 형상측정 
시스템

◦레이저 3D 형상측정, 분석

AFM(원자현미경) ◦면저항 측정

전계주사현미경 ◦계측 분석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시료의 구조해석을 위한 결정형상 분석
◦시료의 집합조직 분석 가능

금속현미경
◦시료의 표면 이미지 측정
◦시료의 조직 확인을 위한 측정

증착 이온빔스퍼터시스템

◦마이크로 응용 고성능 레이저 시스템용 광학 부품 제조 
기술개발

◦광통신 분야를 비롯한 IT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지원
◦반도체 분야의 고품질 박막 uniformity 웨이퍼 제조 

기술개발

기타
이온밀링시스템 ◦표면 및 조성 분석용 샘플제작

다기능성 조이닝 
시스템

◦자동차, 금형산업 관련 레이저 절단, 용접 및 특수형상 
가공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체 가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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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업체 
선정 ⇨ 사업진행

TP, 지자체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
수혜기업 협약
체결 후 추진

TP 기업→TP TP→기업 TP↔기업

⇨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지원금 
지  급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개별기업
지정계좌 입금

기업→TP TP TP↔기업

비R&D  2021년 전남형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01. ~ 2021. 12. (12개월)

 ◦ 지원규모 : 장성군/화순군 소재 3개 내외 기업 지원 ∙육성

 ◦ 지원대상 : 장성군/화순군 내 중소기업

 ◦ 사업구분 : 기업지원사업(비R&D) 기술지원+사업화지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5~20억 내외(미확정) 

 ◦ 지원한도 : 50백만원(기업당, 5백만원~1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인증지원(NEP, NET, CE,ISO 등), 지적재산권(특허출원 등)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마케팅지원(CI, BI, 전시회참가 등), 정보화지원(ERP, 쇼핑몰 

구축 등), 경영지원(Pin-point 컨설팅 등)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061-39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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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광융합(광학·레이저)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01. ~ 2021. 12. (12개월)

 ◦ 지원규모 : 광융합 유관기업 및 석박사과정 학생 연구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대상 : 광융합관련 기업 및 전공학생

 ◦ 사업구분 : 재직자 레이저 실무교육 및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운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전남 소재 광융합관련 기업 및 대학

 ◦ 지원한도 : 20백만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내용 

    - 산ㆍ학ㆍ연 공동 프로젝트 수행 중심 석박사급 현장 인력양성

     * 기업체 애로기술 발굴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해결

   - 참여연구원 및 광융합산업 유관기업 재직자 실무교육

     * 이용자 개방형 레이저 장비활용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공유

 ◦ 추진계획 및 일정

   - 광융합산업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 ‘21. 03. ~

   - 산ㆍ학ㆍ연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 ‘21. 05. ~

   - 현장실습 및 방문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21. 08.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자격관련 서류

□ 문의처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061-39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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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전경〉 〈레이저센터 창업보육실〉

인프라 1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시설 개요 

 ◦ 시설명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시설(장비) 소개

    - 입주기업 창업보육실 12개실(653㎡)

    - 부대시설 : 회의실, 주차장, 세미나실, 화물용 승강기 등

 ◦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 5로 60-7

    - 규  모 : 부지 9,653㎡, 건물 3,651㎡(지상 1층, 지하3층 규모)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활용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전지, PCB, 광메모리, 광통신, 의료기기, 기계, 전자 

부품 소재 등 첨단레이저 및 계측 ∙분석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레이저산업 분야,

레이저센터 사업과 부합되는 기타 산업분야

 ◦ 신청절차

    - 입주공고 → 입주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1차) →입주(발표)심사(2차) → 심사결과 

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승인 통보(공실발생시) → 임대차 계약체결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장비 외부 반출사용 불가

□ 신청 절차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061-39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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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2  장비활용 지원(공동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 펨토초 레이저 가공시스템, FE-SEM 등 주요 장비

피코초�레이저�가공시스템

-�레이저� :� Lumera� Laser,� Hyper� Rapid� 50
�ㆍ파장� :� 1064/532/355nm(3파장)� � �ㆍ출력� :� 50/20/16W� �
�ㆍ펄스폭� :� 15ps

(주활용대상)�고효율태양전지,�박막�재료의�선택적� ablation

(문의처)� 061-395-3174

펨토초�레이저�가공시스템

-�레이저� :� Light� Conversion,� SP� 1.5
�ㆍ파장� :� 1030/515/343nm(3파장)� � � �ㆍ출력� :� 6/3/1.5W�
�ㆍ펄스폭� :� 190fs� ~� 10ps

(주활용대상)�디스플레이소자,� non-thermal방식의�초미세가공

(문의처)� 061-395-3177

나노초� DUV�레이저�가공시스템

-�레이저� :� Coherent,� AVIATM� 266-3
�ㆍ파장� :� 266nm(Deep� UV)� � � � � � � � � � � �ㆍ출력� :� 3W�
�ㆍ펄스주기� :� Single� shot� ~� 300KHz

(주활용대상)� Sapphire기판,�광통신�부품�및� 투명전극�가공

(문의처)� 061-395-3173

CO2�레이저�가공시스템

-�레이저� :� Coherent,� Diamond� E-250i
�ㆍ파장� :� 9.36μm(Far-IR)� � � � � � � � � � � � � � � �ㆍ출력� :�≥�225W
�ㆍ펄스주기� :� Single� shot� ~� 200KHz

(주활용대상)�고분자�재료�및�유리�기판가공,�세라믹�및�플라스틱�가공

(문의처)� 061-395-3173

자외선�레이저�패터닝�시스템� /�다목적�광섬유�격자�가공시스템

-�레이저(Excimer)� :� Coherent,� LPXpro� 210F� /� Coherent,� BraggStarTM�M
�ㆍ파장� :� 193nm� /� 243nm� � � � � � � � � � �ㆍ출력� :� 35W� /� 12W�

(주활용대상)�나노�사이즈�미세�패터닝� /�광섬유�센서�제작

(문의처)� 061-395-3172

다기능성�조이닝�시스템

-�레이저� :� Rofin-Baasel,� FL060
�ㆍ파장� :� 1.07μm� �ㆍ출력� :� 6KW� �ㆍ광섬유�코어�직경� :� 100� ~� 600μm

(주활용대상)�금속�소재�레이저�용접�및� 클래딩,�특수형상�가공

(문의처)� 061-39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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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및� 드릴�시스템
-�레이저� :� TRUMPF� GmbH,� TruMicro� 5280
�ㆍ파장� :� 515nm� � �ㆍ출력� :� 90W(World� best)� � �ㆍ펄스폭� :� <� 10ps

(주활용대상)�디스플레이�소자�정밀가공,�박형재료� cut/drilling가공

(문의처)� 061-395-3172

5축�레이저�가공기
-�레이저� :� TRUMPF� GmbH,� TruLaser� Cell� 3000
�ㆍ파장� :� 1.07μm(Fiber� laser)� �ㆍ출력� :� 500W�ㆍ발진모드� :� CW/Pulsed

(주활용대상)�금속소재�생산부품�가공,� 3차원�및�특수형상�절단

(문의처)� 061-395-3182

레이저� PCB�가공기
-�레이저� :� LPKF� GmbH,� ProtoLaser� U3
�ㆍ파장� :� 355nm� � � �ㆍ출력� :� 5W� � � �ㆍ빔직경� :� 20μm

(주활용대상)�고밀도�및�다층회로기판�제작,� FPCB�등�특수�제작

(문의처)� 061-395-3173

이온빔�스퍼터�시스템(IBS)
-� Ion� beam� source� :� KRI,� RFICP140
ㆍBeam� energy� :� 100� ~� 1,200eV�ㆍ�Deposition� uniformity� :�≤� 0.4%� � � � � �
� � (＠300mm)

(주활용대상)�고성능�광학부품�제작,�레이저�광학계�시험생산

(문의처)� 061-395-3177

3차원�형상측정�시스템
-�제조사�및�모델명� :� Keyence,� VK-X200
-�배율� :� 200×� ~� 24,000×� �ㆍ대물렌즈� :� 10×,� 20×,� 50×,� 150×

(주활용대상)�가공샘플� 3차원�형상�정밀측정,�표면�형상�분석

(문의처)� 061-395-3176

원자현미경(AFM)
-�제조사�및�모델명� :� Park� Systems,� NX20
-�스캔영역� :� 100μm×100μm×15μm�ㆍ수평해상도� :� 20nm
�ㆍ진동주파수� :� 2MHz

(주활용대상)�표면�morphology�관측,�시료의�거칠기�분석,�전하분포�측정

(문의처)� 061-395-3176

전계방출형�전자주사현미경(FE-SEM)
-�제조사�및�모델명� :� Hitachi,� SU8010
-� Gun� type� :� Cold� cathode� � �ㆍ분해능� :� 1.0nm@15KV�
�ㆍ배율� :� 20×� ~� 800,000×

(주활용대상)�샘플의�표면,�단면�및�조성�정보제공,�초미세영역�측정

(문의처)� 061-395-3176

고분해능� X-선�회절분석기
-�제조사�및�모델명� :� Rigaku,� SmartLab
-� X-ray� generator
� �ㆍ출�력� :�Max.� 9KW� �ㆍX-ray� tube� :� Rotating� anode,� Cu� target

(주활용대상)�시편의�구조�및�물질�특성분석,가공부의�경정학적�구조해석

(문의처)� 061-39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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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실별 장비구축 현황

 ◦ 정밀레이저 가공장비 원스톱 가공 지원





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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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 주요 역할 : 광주지역 스마트가전・ ICT융합(에너지・ 자동차) R&BD 선도

   - 최신 장비와 유틸리티를 구축한 첨단 인프라 지원

   - 지역 선도전략산업(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전장기술 및 지역특화산업(에어∙

스마트가전)에 중점을 두어 신성장 동력 창출

   - 현장애로기술지원,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글로벌마케팅, 네트워킹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등의 맞춤형 기업지원 

 ◦ 조직 현황 : 1본부 4센터

    (에너지변환연구센터, IT융합부품연구센터, 스마트전장연구센터,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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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 08. ~ 2022. 12.

 ◦ 지원규모 : 146억원

 ◦ 지원대상 : 국내 라이다 관련 중소∙중견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라이다 시제품제작지원, 해외 시장개척지원 

 ◦ 지원한도 : 시제품제작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상용화기술지원) 양산 전단계의 시제품 제작지원 및 협의체 운영

    - (성능평가시설지원) 라이다 제품의 성능 및 환경시험 시설 구축

    - (프로젝트형 마케팅지원) 수요기업 중심의 요구분석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지원절차

   

센  터 전문기업 센  터 센  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관련 서류 제출 ➡ 평가 및 선정 ➡ 참여기업 선정 공지

 ◦ 구비서류

    - (상용화지술지원) 사업지원서, 기업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성능평가시설) 시설사용지원서

    - (마케팅지원) 사업지원서, 기업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IT융합부품연구센터 (062-975-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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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1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04. ~ 2021. 12. (당해연도 2021. 01. ~ 2021. 12.)

 ◦ 사업규모 : 221억원(당해연도 35.75억원)

 ◦ 사업구분 : 기반구축(에어가전산업육성 특화센터 구축, 국내∙외 에어가전 인증 

장비 구축, 기업지원, 네트워크 등)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에어가전 제품 보유 및 개발중인 광주소재 기업

 ◦ 지원한도 : 시제품제작(최대 50백만원), 국내∙외 인증(최대 15백만원), 마케팅

              지원(최대 10백만원)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 에어가전 신규제품개발 위한 융합시제품/제품고급화지원

    - 국내∙외 인증지원 : 제품 판로확대 위한 인증지원

    - 마케팅지원 : 3D모델링 콘텐츠제작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지원절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기업 중복성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선정기업 협약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재무제표(2개년), 사업자등록증 및 제반서류 등

       ※ 향후 모집공고시 지원내용별로 구비서류 확인必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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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  광주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2. 12.

 ◦ 사업구분 : 실증 제품상용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특구�위치�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학산업단지�일원�외)

   -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

   - 특구 내 소재한 ESS 클라우드 시스템, 전력거래 관련 전후방 기업 및 유치기업

 ◦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상이(최대 10백만원)

 ◦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애로기술 지도
 -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해 전문가 매칭을 통한 

애로기술 진단 및 자문 

시제품제작지원  -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실증에 적용가능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성능시험·인증지원
 - 신규개발 제품 관련 수요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규격 평가 및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시험평가·

장비활용지원

 - EMC, 환경·전기적 신뢰성 시험 등 전담인력 매칭을 통한 시험 평가 및 장비 
활용 지원

특허 

출원·등록지원
 -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허 출원·등록 지원

� � � �※�사업계획에�의거�변경� 될� 수� 있으며�www.ketismps.re.kr�공지사항에�사업공고�확인�필요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3월)
➜

선정 및 통보

(3월)
➜ 책임보험료 및

제품상용화 지원(3~10월)
➜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 구비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수출실적증명서 등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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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3  IoT-Air가전 R&D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1. ~ 2021. 12.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IoT-Air가전 및 업종전환 희망 관련기업체

 ◦ 사업구분 : 보조사업(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젝트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IoT-Air가전 및 업종전환 희망 관련기업체
 • 지원규모 : 지원프로그램별 상이(최대 50백만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촉진 : 기 확보 기술력과 신제품 아이디어를 접목한 제품상용화 촉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시제품 생산(금형) 시험∙ 인증

  - 경쟁력 강화 컨설팅 : 신제품 아이디어 기획∙전략도출 및 기반강화

   BM IP분석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3월)

⇒
선정 및 통보

(3월)
⇒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4~10월)

⇒
결과보고서 
제출(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참여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IoT-Air 

가전산업 

재직자

 핵심 R&D 

역량강화

 • 지원대상 : IoT-Air가전 관련산업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자) 

 • 교육내용 : 젯슨나노활용한 AI, Python활용한 빅데이터, IoT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Altium Desinger활용한 PCB설계, 고효율 

SMPS설계 및 EMC검증,  공기질 센서 저감 및 성능평가 등 

 • 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 및 기업맞춤형 특화과정 지원(재료/강사비 등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ismps.re.kr, 교육신청 메뉴) 신청

            ※ 21년 교육커리큘럼 3월 중 공지 및 교육신청 메뉴 활성화   

 • 구비서류 :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에�의거�변경�될�수�있으며�www.ketismps.re.kr�공지사항에�사업공고�확인�필요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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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 
 에어가전제품(공청기, 에어필터, 미세먼지 센서) 인증
시험장비

□ 시설 개요 

 ◦ 시설(장비) 소개

    - 시험 : 공기청정기 인증(청정화, 탈취, 누적정화, 미생물 등) 평가 시스템 등

공기청정기 인증장비 에어필터 인증장비 미세먼지측정기 인증장비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공기청정기 다목적인증 성능평가 시스템 외 11종

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시험

공기청정기 다목적인증(30m3) 성능평가 시스템 
일반 공기청정기 청정화능력 시험

오존 발생량 측정 시험
대용량 공기청정기 청정화(50m3)  성능평가 시스템 대형 공기청정기 청정화능력 시험
CA인증용 소음측정장비 소음측정 시험
공기청정기 유해가스제거(8m3)  성능평가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해가스제거율 시험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시험챔버 미세먼지센서 농도 측정 비교 시험 
공기청정기 미생물(30m3) 정화/탈취 효율 평가 장비 미생물 정화/탈취 효율 평가 시험

공기청정기 누적정화율(3m3)  성능평가 장비
누적정화율(담배, 유해가스)

성능평가 시험
소형 공기청정기 청정화(8m3)  성능평가 시스템 소형 공기청정기 청정화 능력 시험
환기공조용 중성능 에어필터 성능평가 장비 중성능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험

고성능 에어필터 성능평가 장비
H13 등급 이상 

에어필터 성능평가 시험
미세먼지측정기 형식승인평가(실내, 등가성) 시스템 미세먼지측정기 형식승인(등급제) 시험

 ◦ 신청 절차

  

신청기업
➜

KETI
➜

KETI
➜

신청기업
➜

KETI
➜

KETI

시험의뢰
시험가능

여부판단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분석료 

입금
시험진행

시험완료 

성적서발행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5)



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

           117

인프라 2  에어가전제품 전기안전인증 및 개발지원 장비

□ 시설 개요 

 ◦ 전기안전인증 : 멀티미터 등 20종 27대 / 개발장비 : 산소측정기 등 8종 15대

전기안전(CB) 인증 장비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인증 : 멀티미터 등 20종 27대 / 개발 : 산소측정기 등 8종 15대

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인증

(20종)

멀티미터

∙  국제전기안전인증(CB)의 가정용기기에 대한 필수 

시험 진행시 활용

∙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60335-1)

시 사용

누설전류계
보호접지시험기

전원공급기
내전압시험기
온도기록계

오실로스코프
전력분석기
니들프레임

경사판
테스트핑거세트

볼프레셔
임펙트해머
오존분석기

Cord Anchorage Torque Device
테스트코너

Flexing test apparatus
내트래킹시험기

글로우와이어시험기
항온항습기

개발

(8종)

산소측정기 ∙  실내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규격시험(SPS-KACA011-014)
   발생산소유량 및 농도 측정 시험에 활용

파티클카운터 파티클카운터
Altium V17 Designer 에어가전 회로설계 해석

SC/TETRA 에어가전 유동해석
소음측정 및 가시화장비 소음측정 및 가시화

Catia v6 에어가전 구조설계
ACTRAN 에어가전 소음분석 해석
MATLAB 에어가전 알고리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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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KETI
➜

KETI
➜

신청기업
➜

KETI
➜

KETI

시험의뢰
시험가능

여부판단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분석료 

입금
시험진행

시험완료 

성적서발행

 ◦ 신청 절차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한해 일부 대여가능(7종)

      ① 산소측정기          ② Altium V17 Designer

      ③ SC/TETRA           ④ 소음측정 및 가시화장비

      ⑤ Catia v6            ⑥ ACTRAN               

      ⑦ MATLAB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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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인증

LVDC 전자기 방사차폐 챔버(10m) EMI 시험
LVDC 방사잡음 측정장비 EMI 시험

자동범위조절 직류전원 공급장치 디버깅용 전원 공급장치
LVDC 전자기 방사내성(RS) 챔버 전자파 내성 시험
LVDC GHz 대역 디버깅 챔버 복사성 전자파 방출시험

LVDC 전자기 차폐챔버 전도성 전자파 내성
LVDC 전자기 방사내성 측정장비 전도성 전자파 내성

GHz 대역 방사잡음 측정장비 EMI 시험
LVDC 전기적 과도현상내성측정장비 EFT/BURST/ESD

LVDC 서지 내성 측정장비 서지내성 시험
LVDC 자계 내성 측정장비 자계 내성 시험

시험

LVDC 전원계통 모의장치 1500V DC 전원 모의
양방향 LVDC 부하 모의장치 1500V DC 부하 모의
LVDC 전원과도응답 모의장치 과도응답 모의

IED 시뮬레이터 전압 전류 정밀출력
리액터 특성 시뮬레이터 리액터 특성분석

인프라 3  DC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EMI/EMC 시험 설비

□ 시설 개요 
 ◦ 인증 : LVDC 전자기 방사차폐 챔버(10m) 외 10종
 ◦ 시험 : LVDC 전원계통 모의장치 외 4종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인  증 : LVDC 전자기 방사차폐 챔버(10m) 외 10종
 ◦ 시  험 : LVDC 전원계통 모의장치 외 4종
 ◦ 주요장비 리스트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및 시험 대응 검토
 ◦ 시험 일정 협의 및 시료 접수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시험 설비 중 이동이 가능한 4종 대여가능
    - LVDC 전원계통 모의장치, 양방향 LVDC 부하 모의장치, IED 시뮬레이터, 리액터 

특성 시뮬레이터

□ 문의처 

 ◦ 에너지변환연구센터 (062-975-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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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4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부품분야 개발 관련 장비

□ 시설 개요 

 ◦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부품분야의 특화를 위한 기술과 부품∙모듈∙시스템 

개발 관련 장비 

 ◦ 시설(장비) 소개

    - 지역 가전 기업들의 부품 및 모듈 기술개발 장비

    - 가전 제품 디자인 검증 및 기능성 테스트를 위한 시제작 장비

    - 부품 및 모듈 내∙외관 분석 및 성분, 특성 분석 장비

    - 소형 디지털 가전의 제품 신뢰성 평가 장비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연구동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계측∙개발 : Network Analyzer 등 50종

 ◦ 시제품제작 : Rapid Prototype M/C 등 13종

 ◦ 고장분석 : X-ray CT 등 6종

 ◦ 신뢰성 : Temp. & Humidity Chamber 등 32종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기업 Needs에 부합하는 프리미엄급 생활가전 Full Package(계측~신뢰성) 기업지원

    

 ◦ 장비 외부 반출사용 여부 : 계측∙개발 장비 50종 외부 반출사용 가능

□ 문의처 

 ◦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 (062-975-7012)



6.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 산업화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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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

기관소개  한국기계연구원[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

□ 일반 현황 

 - 주요업무 : 레이저 공정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성과 확산

 - 조직설립 : 2013년 2월 (개소식: 2016년 3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48

 - 조직규모 : 부지 6,603㎡, 연면적 3,689㎡, 장비구축 33종

 - 사업규모 : 307억(국비 174.6억, 시비 125억, 민자 7.6억) 

 - 구성인력 : 총12명(연구 7, 기술 3, 연구생 2)

 - 추진사업(2020) : 22개(연구개발 13, 기술지원 8, 기획사업 1)

□ 연구 분야

  - 레이저 공정 기술 개발 : 레이저 용접, 표면처리, 절단, 클리닝, 대면적 정밀 가공 등

  - 레이저 가공기술 기업지원 및 성과 확산 ∙ 현장 근접 지원, 기술 교류회 운영, 기술 성과 홍보  등

  - 레이저 광학 모듈 및 가공시스템 설계 : 차세대 경량재료, 이종 및 난가공 소재 가공 등

□ 주요추진사업

  - 동남권 주력산업인 기계부품소재(기계, 자동차, 조선, 원자력 등)기업으로 레이저 가공관련 

R&D기술 지원 및 보급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12.10.～`18.3./307억원)

  - 부산 광역시와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사업 및 기술 지원 사업 수행

    ▷ 「레이저 가공기술 고도화지원사업」 (’12.07~’21.12/32.5억원)

  - 원전해체 연구소설립 예정 지역인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열적 절단 및 제염

분야 기술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기술협력

    ▷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레이저 제염 및 수중 레이저 절단 기술 개발」 (주요사업, 

’19.01~’24.12, 204억원)

    ▷ 「열적절단기술을 바탕으로 기반 원전해체 시스템 가상 운전 기술개발 과제」

(’19.04~’22.12,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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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부산) 레이저 가공기술 고도화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부산지역 기계부품소재산업의 레이저 가공기술 접목을 통한 구조고도화

 ◦ 주관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참여: 한국해양대)

 ◦ 사업규모 : 애로기술단기 및 즉시지원 20여건, 레이저 인력양성 교육 등

 ◦ 사업기간 : 2019 ~ 2021 (3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레이저 실용화 공동 기술 개발 및 지원

   ▷ 실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지원내용
 

 ◦ 애로기술단기지원(기계연)

       

지원 사업 지원 분야 세부내용 지원기간 비고

레이저가공기술
고도화지원사업

애로기술 
단기지원

-레이저 용접·접합
-레이저 절단 분야
-레이저 표면처리
-레이저 마이크로 가공/기타

3 〜 4
개월

10,000천원 
이내 지원

 

   •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월〜3월)

발표 및 서류 
심사
(4월)

지원 기업
선정･통보

(4월)

사업 수행
(5월〜8월)

결과 보고
(9월)

* 기계연 전문 테크노닥터가 지정되어 집중기술지원

 ◦ 레이저 가공기술 교류회 개최, 부산국제기계대전, 레이저 코리아, 한국레이저

가공학회 등에 참석을 통한 기업의 애로기술 상담 및 맞춤형 기술 지원(기계연)

 ◦ 레이저 기술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및 산업체 현장 인력 실무교육  

교육과정 운영(한국해양대)

 ◦ 산업체 애로기술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산업체 방문교육(한국해양대)

□ 문의처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 

           (TEL : 051-310-8100, E-mail : info_laser@kim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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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  기업기술지원 및 공동이용 장비활용 프로그램

□ 기업기술지원 프로그램

  - 개   요 : 기계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통한 

문제 진단 및 생산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

  - 지원절차

- 기업기술지원 접수처

  ▷ KIMM홈페이지 (www.kimm.re.kr) → 고객지원 → 기업기술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기술

SOS신청

  ▷ 문의 :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 

         (TEL : 051-310-8100, E-mail : info_laser@kimm.re.kr)

□ 시험검사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시스템

  - 개  요 : 국가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선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에게 시험검사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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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시험검사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접수처

    ▷ KIMM시험검사 및 연구장비공동활용(https://inspect.kimm.re.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시험검사지원 or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시험검사 지원신청 or 연구

장비항목 및 지원신청

   ▷ 문의 :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 

            (TEL : 051-310-8100, E-mail : info_laser@kim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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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2  공동활용장비(절단, 용접, 열처리, 클래딩, 피닝, 미세가공)

□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구축완료(33종)

  - 20 kW 파이버 레이저: 하이브리드 복합 레이저 용접 시스템 적용(국내 최대 출력)

  - 16 kW 디스크 레이저: 두께 20 ㎜ 이상의 강판에 대한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

  - 5 kW 싱글모드 파이버 레이저 시스템: 수송기계 산업용 알루미늄 등의 특수소재에 

대한 레이저 가공

  - 펄스에너지 7 J 급 레이저시스템: 중공업 분야 레이저 피닝적용

□ 대형 5축 절단 가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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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 3D 스캐너 레이저 용접시스템

□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시스템

□ 5kW 싱글모드 파이버 레이저 용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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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메탈 데포지션시스템

□ 펄스폭 가변형 극초단 펄스 레이저 시스템

□ 고에너지 레이저 피닝시스템





7. 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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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나노기술원 

□ 일반 현황

 ◦ 설립 근거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요 역할 : 화합물반도체 중심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 나노(광/전자)기술관련 연구장비·시설 지원서비스

    - 나노(광/전자)소자 연구개발지원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 나노(광/전자)기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조직 현황 : 3본부 1처 8실 2팀/115명(정규직 62, 계약직 28, 위촉연구원 등 25)

원   장

선임본부장

감사팀

융합공정기술본부 소자기술개발본부 경영지원본부 대외협력처

공정기술실 소자개발실 경영혁신실 기업지원실

 

시험분석실
시스템반도체

공정개발실
경영지원실 나노인력양성실

시설고도화TF(팀)

 ◦ 연    혁

    - 2003. 12 재단법인 설립 및 등록(과기부허가 제307호)

    - 2008. 12 (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 사업 완료(03. 9 ~ 08. 12)

    - 2009. 01 산자부광교(수도권) LED융합기술지원센터 지정

    - 2010. 03 미래부 국가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지정

    - 2012. 05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 2014. 03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지정

    - 2015. 07 종합분석신뢰성인증센터 개소

    - 2016. 02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지정(기재부고시 제 20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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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비명 활용범위

측정

Analytic STEM TEM Imaging

Dual beam FIB Milling, Imaging

FE-SEM SEM Imaging

시험

E-beam lithography Pattern Exposure

KrF Stepper Pattern Exposure

l-line Stepper Pattern Exposure

제작

Cluster Sputter System Metal deposition

PECVD Deposition

ICP etcher Pattern Etching

기타

MOCVD Epitaxial Growth

Dicing Machine Wafer Sawing

Wire bonder Packaging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측 정 : Analytic STEM 외 27종

 ◦ 시 험 : E-beam lithography 외 57종

 ◦ 제 작 : Cluster Sputter System 외 25종

 ◦ 기 타 : MOCVD 외 30종

□ 주요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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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가 旣 구축한 나노팹을 활용하여 기존 단순공정∙측정(분석)의 

팹서비스 외에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여 질좋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25개社

 ◦ 지원규모 : 기업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지원 : 한국나노기술원 소속 연구원 1인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공동기술개발 지원

    ① 요소(부분)기술 :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 생산비 저감, 

속도증대 등으로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 지원예시 : 수율 및 효율증대, 장비의 재현성(reproducibility) 확보 등

    ②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 � � � � � � � �※ 지원예시 : (종전) ⓐ→ⓑ→ⓒ→ⓓ 단계 → (개선) ⓐ→ⓑ→ⓒ 단계

    ③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 지원 절차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협약체결
(기술원-참여기업)

➜ 사업수행
진도관리

➜ 결과보고 및 평가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등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제출

 ◦ Q&A : 선정기업은 추후 결과보고서 평가실시(60점 미만(실패) 시 지원금의 

50% 반환

□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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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1  나노분야 1인 기업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21개社 내외

 ◦ 지원규모 : 참여기업별 평균 10,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경기도민(주민등록지)으로서, 나노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인(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핵심 나노공정 및 분석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및 기술이전 지원, 기업경영, 
전문가 자문(멘토링), 경기지역 공동 네트워킹 지원, 창업공간 입주(최대 2년)

    - 기술원 나노팹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 제공(공정서비스, 측정∙시험분석, 교육, 

컨설팅 등)

 ◦ 지원 절차 

1인창조기업
입주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연장심사 별도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또는 HWP), 기타 

우대사항 관련 자료 각 1부

            ※�각종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포함

 ◦ Q&A

    -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 � � � � �※�단, 부동산 업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에 한해 
기원 가능

� � � � � �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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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기업부담금 선납

➜ 시험결과서 통보

비R&D 2  종합분석 신뢰성 인증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규모 : 창업기업 및 일반기업 연간 2.4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29개社 내외

 ◦ 사업구분 :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경기도 내 IoT-ICT 시스템나노소자 관련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최대 15백만원의 일부 지원(창업/일반기업 구분에 따라 

연구지원비 매칭 지원(기업부담금 30%/50% 이상)

 ◦ 지원내용 

    - (한국나노기술원(주관)) 지원대상자 공모 및 선정, 특성분석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 표면분석, 유∙무기분석 및 나노프로브 등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표면분석, 불량분석 등 지원 

    - (큐알티, 한국에스지에스, 충북 테크노파크) 불량분석 및 신뢰성 시험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증 1부, 이전 

2개년도 재무제표, 기업소개자료(선택) 제출

 ◦ Q&A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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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주요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장비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FAB & CUB동(9,641㎡) : 클린룸(3,450㎡) 및 시설동(6,191㎡)  

 ◦ 연구벤처동(40,753㎡) : 나노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입주

 ◦ 장비현황 : 총 200 여대

□ 시설(장비) 소개

구  분 장비명 비  고 

나노리소패턴�지원라인�
E-Beam� Litho.,� KrF� Stepper,� Aligner,�

Nano-Imprinter�등�
(시편~� 8“� wafer�가능)

나노R&D�지원라인�
MOCVD,� Evaporator,� Si� deep� etcher,� PR�

asher,� Wet-station�등�
(시편~� 8“� wafer�가능)

나노산업화�지원라인
Cluster� sputter,� PECVD,� HDPCVD,� ICP�

Etcher,� E-beam� evaporator�등�
(6“� wafer�전용)�

Si&MEMS�지원라인�
I-line� stepper,� Track,� CD-SEM,� Sputter,�

Wet-station�
(8“� wafer�전용)

후공정�지원라인�
Wire� bonder,� Dicing� machine,� prober,� sorter,�

신뢰성�측정�장비�등�

특성평가�지원라인
STEM,� Dual-beam� FIB,� FESEM,� CL,� AFM�

등�
(시편~� 8“� wafer�가능)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나노기술 관련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 차세대 나노소자 및 화합물반도체 분야 기술개발 지원

 ◦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www.kanc.re.kr) 신청

 ◦ 장비 외부 반출사용 불가

□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219)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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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서남지역본부   

□ 일반 현황

 ◦ 설립 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주요 역할 : 광산업지원센터를 광주지역본부로 확대하여 첨단부품소재산업

과 광산업 등 신산업의 생산기반기술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직 현황 : 3개(사업지원실, 2개 연구조직*)

     * 스마트모빌리티소재부품연구그룹, 스마트에너지나노융합연구그룹

    - 인력 : 140명(’20. 04월 기준)

    - 예산 : 약 250억(’19년 기준)

 ◦ 연    혁

   - ’88. 07.  : 한국기계연구소 광주지소 설립 (광주가공기술지원센터)

   - ’89. 10.  : 광주가공기술지원센터가 우리원에 편입

   - ’03. 03.  : ‘첨단부품소재생산기반조성협약’ 체결(광주시↔생기원) 

   - ’03. 0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확대개편)

   - ’06.~’19.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구축 완료

    * 나노기술집적센터 완공(’07.09.), 솔라시티센터 완공(’08.10.),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19.12.) 등

   - ’20. 04.  : 서남지역본부→ 서남본부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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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비 보유 현황

 ◦ 디스플레이/광반도체 분야 Organic Evaporator 외 54종 56대 장비 보유

□ 주요장비 리스트

구 분 장비명 활용범위

포토

Optical microscope 광학적 기판 구조 분석

CONTACT ALIGNER 디스플레이/반도체 패턴형성

WET PROCESS  SYSTEM 습식식각, 세정, 잔류PR제거

Glass/wafer PR spin track system PR 코팅 & 현상

Clean Oven(IMAI) PR 재료, Drying, Aging

Spin Rinse Dryer 기판 회전 건조

Acid wet station Substrate 표면처리세정

라미네이터/디라미네이터 Flexible기판 합지

마스크얼라이너 포토 패터닝

스핀코팅기 PR 도포/증착

웨이퍼식각기 웨이퍼 세정/식각

증착

/

식각

Sputter 금속, 산화물 박막증착

Evaporator (organic) 유기 박막 증착

ICP-ETCHER (metal) 금속 건식식각

유도결합형 플라즈마, 식각장치(유전체) 유전체 건식식각

유기 태양전지용 증착설비 유기태양전지 제조 장비

PECVD system 박막 솔라셀, 제조 장비

E-Beam  Evaporator 금속/산화물 전자빔 증착

Diffusion Furnace Oxide, Nitride 박막 증착

Thin Film,  Encapsulation System 수분 및 산소 차단 박막봉지막

Reactive Ion Etcher 반도체건식식각

 In Line - Sputter 금속, 산화물 박막증착

유기증착기 유기 박막 증착

주기적 화학 기상 증착 장비 무기 베리어, 박막증착

캐필러리 코팅 시스템 유/무기 박막코팅

대면적 박막 증착기 OLED 조명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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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비명 활용범위

측정

AFM (SPM원자현미경) 박막표면 미세구조 분석

Thickness, monitoring system 광학적 박막 두께 측정

FIB System 박막단면관찰 구조분석

Nano manipulator 단면관찰구조분석

4-Point probe 박막의 전도성 측정

Aging system OLED 전기/광학 특성 평가

Surface  profiler 표면형상 관찰분석

HR-XRD 비파괴 박막 구조분석

TEM 투과 시료의 내부구조분석

FE-ESEM 박막미세구조분석

Alpha step 박막단차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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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1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3. ~ 2021. 12.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국내 광관련 중소∙중견기업

 ◦ 사업구분 : 기업지원사업(산업자원통상부)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국내 광관련 중소 ∙중견 기업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지원내용별로 지원금액 상이)

 ◦ 지원내용 

    - 지원기관*간 핵심기술 상호연계 또는 지원기관 단독 광융합 부품/제품제작

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지원

    - 광융합 부품/제품의 시험인증지원

 *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서남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호남권연구센터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사업수행

지원기관 
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평가 후 5일 이내 
결과 통보 및 

협약 

사업수행 및 
보고서 제출, 
성과 조사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2019년~2020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참여의사확인서

    - 참여기업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062-600-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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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  나노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나노기술 응용 제품 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3. ~ 2022. 12.

 ◦ 당해연도사업비 : 200백만원

 ◦ 지원규모 : 7개 기업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구분 : 기업지원사업(산업자원통상부)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국내 중소 기업(부도, 휴 ∙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지원내용별로 지원금액 상이)

 ◦ 지원목적

    - 나노인프라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인력‧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한 장비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을 위한 장비이용 등 기술력향상을 목적으로 나노인프라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용료 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나노∙광융합 소자/부품 일괄 제조 공정 지원 

    - (전자부품연구원)나노∙디스플레이분야 소재/부품/소자 일괄 제조 공정 지원

    - (포항공과대학교) 나노기반 반도체∙첨단센서∙디스플레이 소자/부품 일괄 

제조 공정 지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선정

➜

지원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KION) 홈페이지 접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환 대면평가

지원 기업 선정 및 
개별 통보

지원 수행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062-600-6521)



2021광융합산업 지원사업 통합 메뉴얼

146

인력양성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당해연도사업비 : 240백만원

 ◦ 지원대상 : 대학이상의 재학생, 재직자, 대학 졸업후 취업 준비생

 ◦ 주요사업내용

    - 나노기술분야 실습공정교육진행

    - 기초과정으로 나노소재/소자공정/나노측정분석 실습교육진행

    - 취업 연계형 8주 교육 진행(10명)

    - 응용과정 개설로 지역특화산업인 광소자 공정실습교욱 진행

□ 지원내용

 ◦ 나노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광소자 제작공정 및 측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 소자 공정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기초전문 인력 양성(15명) 

    - 분광학 분석 실습교육을 통하여 나노소재의 기본적 특성 및 분석기법, 장비 

운용 능력을 습득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기초 인력 양성(15명)

 ◦ 평판형 광소자 제작 공정에 관한 심화교육을 통하여 현장실무 인력 양성

    - 공정 조건별 광소자 특성변화 관찰, 광소자 공정장비 심화 교육, 공정 단계별 

실습을 통해 실전에서의 활용 능력을 갖춘 현장실무 인력 양성(15명)

 ◦ 광주 광산업 주력모델인 평판형 광소자 제작공정 취업연계 프로그램 진행

    - 최첨단 나노설비와 전문 교육인력을 갖춘 실습 교육환경을 이용하여 전문

기술 인력양성(10명) 

 ◦ 지원절차

   

모집공고

➜
평가

➜
대상자 선정

➜
교육 및 수료

나노기술연구협의회홈
페이지 접수

지원자 서류 및 
면접평가 진행

대상자 선정 및 
홈페이지 발표

교육후 수료증발급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062-600-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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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나노기술집적센터

□ 위치 및 규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 총면적 3,967 ㎡ (1,200평)

□ 시설(장비) 소개

 ◦ 보유시설(클린룸) 

   

공간 구분 구성/용도

FAB.(1,425m2)

- Class 100zone : Pattern 형성공정

- Class 1,000zone : 박막 증착 및 식각 공정/특성평가

- Class 10,000zone : 기업 임대공간

CUB(1,299m2) - 클린룸 지원을 위한 설비시설구성(공조/배기 등)

공유공간(1,243m2) - 제어실, 사무실, 로비 등

 ◦ 보유장비 

    - OLED 조명/Photonic-SoC/광소자/광센서 등 광융합기술 관련 일괄제품제작이 가능한 

공정 및 측정/분석 장비 46종 58대

    - 대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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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활용분야 

    - 광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차세대 조명인 OLED, 스마트 윈도우 등 광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착/포토/에칭 등의 단위 공정 지원뿐만 

아니라, 나노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요 기업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일괄 

제조 공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소자/부품 단위의 시제품 제작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기관홈페이지, e-tube, 유선상 접수 통한 기술 지원 신청

 ◦ 장비 외부 반출 사용 불가

□ 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062-600-6520)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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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8조

    - 산업기술연구회 제27회 이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 / 전남연구센터 설치(안) 승인(’01. 3)

 ◦ 주요역할

    - 연구개발

      • 지역전략산업연계 신규사업 수행

      •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R&D 사업 수행

      • 지역수요 특성화 R&D 협력사업 수행

    - 기업지원

      • 애로기술, 기술자문 등 기술지원

      • R&D 인프라 수요발굴 및 구축 지원

      • 기술사업화 지역 Hub 역할 수행

    - 서비스

      • 광융합부품 제조 및 시험 지원

      • 지역 기술정책 수립 지원

 ◦ 조직현황 : 5연구실 1 연구지원실 (연구지원 인력 포함 총 59명)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측정 : 비트 에러율 테스터 등 10종

    - 제작 : 초정밀 멀티칩 복합 본더 등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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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측정

비트 에러율 테스터 광부품

광전부품 대역폭 분석기 광부품

디지털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광부품

멀티밴드 Tunable Laser 광원 발생기 광부품

복합부식 시험기 광/전자 부품

패키지 실시간 비전검사기 광/전자 부품

광전소자 성능검사 시스템 광/전자 부품

광손실 특성 분석 장비 광부품

광응용부품 번인 테스터 광/전자 부품

모듈 패키지 열충격 시험기 광/전자 부품

제작

고속 풀 자동 씬와이어 본더 광/전자 부품

초정밀 멀티칩 복합 본더 광/전자 부품

초정밀 울트라소닉 플립칩 본더 광/전자 부품

고속 풀 자동 와이어 웨지 본더 광/전자 부품

양방향 자동 광학 렌즈 및 필터 정렬 시스템 광부품

정밀 광통신 디바이스 자동정렬장치 광부품

광통신 부품 자동정렬 및 본딩 장비 광부품

자동 양방향 레이저 웰더 광부품

패키지 저항용접 시스템 광/전자 부품

TO-CAP 저항용접기 광/전자 부품

자동 플라즈마 클리너 광/전자 부품

 ◦ 주요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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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광기반 공정혁신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4. 7. ~ 2020. 6. (6년)

 ◦ 지원규모 : 310억원(국비 23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30억원)

 ◦ 지원대상 : 광모듈∙전자부품∙센서모듈 관련 패키징 제조 산업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광학 설계, 열설계, RF설계, 고장 분석, 광정렬/웰딩/본딩 관련 공정기술 

및 공정분석, 공정조건 데이터 비교 분석, 생산공정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등 공정혁신 통합관제 플랫폼 관련 기술 상담/자문

    - 자동화 기반 공정, 측정, 검사 등 장비 공동활용

    - 10G/40G/100G급 광통신 모듈, 광송수신기, COB기반 패키지, 다기능 부품 등 

자동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절차

    

□ 문의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62-970-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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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 

□ 위치 및 규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 부지면적 10,695 ㎡, 건물연면적 1,879㎡

□ 시설(장비) 소개

 ◦ 10,000 Class 패키징실 및 분석실 보유 

 ◦ 광통신 모듈∙전자부품∙센서모듈 관련 패키징 및 측정이 가능한 시생산 환경 

구축

 ◦ 자동화 기반 공정 및 측정 장비 21종 구축

□ 활용분야 및 신청 절차

 ◦ 활용분야 

    - 10G/40G/100G급 광통신 모듈, 광 송수신기, Splitter, AWG 등 광부품 

    - COB기반 패키지, 메모리, 다기능 부품, SiP, SOP등 전자 부품 

    - Saw 필터, 온습도, 맥박, 휴먼아이 등 융복합 센서 모듈 

 ◦ 신청 절차 

    - 홈페이지(www.photonicsstats.org/sfp)를 통한 기술지원 신청

 ◦ 장비 외부 반출사용 : 협의

□ 문의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62-970-6734)



10. 한국조명ICT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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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조명ICT연구원

□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조명기기 및 관련 부품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관련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조명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역할

    - 조명/ICT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이바지

    - 대한민국 유일의 조명/ICT 공공연구 ∙시험기관

    - 사람 ∙ 좋은 빛 ∙미래를 연결하는 지식서비스 제공

    -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목적

 ◦ 조직현황 : 1실 5본부 1분원/83명 (2020. 12. 기준)

 ◦ 연    혁

   <시험 · 인증 지정 HISTORY>

   - 1999.12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술표준원)

   - 2000.06 KS지정심사기관 지정(기술표준원)

          09 효율관리 기자재 시험기관 지정(기술표준원)

          09 고효율조명기기 및 에너지기자재 시험기관 지정(산업자원부)

   - 2001.07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증(기술표준원)

   - 2002.07 전기부품(조명) 신뢰성지정평가기관 지정(기술표준원)

   - 2003.0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간사기관 지정(기술표준원)

   - 2007.0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중소기업청)

   - 2009.04 LED조명 KS지정심사기관 지정(기술표준원)

          07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기술표준원)

   - 2011.01 미국 환경청(EPA) Energy Star Program 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2.01 북미안전인증시험 Intertek ETL 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2.07 Lighting Facts Label 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3.01 DesignLights Consortium(DLC) 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3.05 조달물품전문검사기관 지정(조달청)

   - 2014.02 미국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 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4.05 전북분원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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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CB인증시험기관(CBTL) 지정

   - 2015.0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국가기술표준원)

   - 2016.04 KS인증기관 지정(국가기술표준원)

   - 2017.08 KAS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국가기술표준원)

   - 2019.03 전자파 적합성 시험기관 지정(국립전파연구원)

          09 전기용품 안전인증 협약시험기관 지정(국가기술표준원)

   - 2020.04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정보통신) 지정(국가기술표준원)

          04 자동차튜닝부품시험기관 지정(자동차안전연구원/자동차튜닝협회)

          04 효율관리 기자재 시험기관(멀티미디어기기) 지정(산업통상자원부)

          04 대기전력 시험기관(디지털 사무기기) 지정(산업통상자원부)

          07 빛공해검사기관 지정(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08 무선통신 시험기관 지정

   <연구개발 수행 HISTORY>

   - 1996.10~2003.03 조명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산업부)

   - 1999.01~2001.12 적외선 반사막을 이용한 고효율 할로겐램프 개발(산업부) 

   - 2001.12~2004.11 PLS(초고주파 방전 신광원) IMT-2000 국책과제 수행(산업부)

   - 2001.12~2007.10 고효율 무전극 형광등시스템 기술개발(산업부)

   - 2002.05~2009.04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술 표준화사업(기술표준원)

   - 2005.04~2010.03 PV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기반구축사업(기술표준원)

   - 2007.04~2011.09 디스플레이분야 사실상 거점 표준화(한국표준협회)

   - 2007.07~2010.06 CNT신광원조명의 표준화를 위한 성능 및 평가기술 개발(산업부)

   - 2007.08~2010.07 차세대 조명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산업부)

   - 2007.11~2010.10 OLED면광원시스템의 조명특성 및 기술기준 개발(산업부)

   - 2009.06~2015.02 부천 Eco-Design 융합 LED조명산업 역량 강화(부천시)

   - 2011.03~2015.12 LED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산업부/산기평)

   - 2011.05~2014.02 사용자중심 자연광 구현이 가능한 교육시설 및 주거용 

LED조명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산업부/산기평)

   - 2011.07~2013.06 Eco-Design 및 Smart 시스템을 적용한 고효율 LED방폭

                      개발(산업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2.06~2015.05 사용환경(주거/오피스)적응형 엔진기반 LED시스템조명 및 

스마트플랫폼 기술 개발(산업부/산기평)

   - 2012.06~2015.05 실내LED시스템조명 설계를 위한 광학,감성, 에너지통합평가

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산업부/산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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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017.07 LED 융합산업 허브구축사업(산업부/산업기술평가진흥원)

   - 2013.06~2013.12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환경부/서울시)

   - 2014.10~2019.09 OLED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산업부/산업기술평가진흥원)

   - 2014.10~2017.09 실내용 고체조명(SSL)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OLED 

모듈의 IEC 국제표준 CDV 채택 표준화(기술표준원)

   - 2015.06~2019.12 박물관전시품고연색-맞춤형LED조명시스템 개발 및 조명에 

의한 전통 문화재 변색에 관한 연구(문체부/한국콘텐츠

진흥원)

   - 2015.09~2020.12 수요자연계형LED조명글로벌사업화기반구축사업(산업부/산기평)

   - 2015.11~2018.10 차세대 융합조명산업의 기술선도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산업부/산기평)

   - 2015.12~2016.09 대구광역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환경부/대구시)

   - 2017.12~2020.11 학교건물일체형 태양광융합시스템 개발(산업부/에기평)

   - 2018.04~2021.12 AR 3D HUD 성능측정 국제표준개발(산업부/산기평)

   - 2018.10~2021.12 대면적 태양광 발전 창호개발사업(산업부/에기평)

   - 2019.01~2023.12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구축및운영(과기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9.04~2021.03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사업(전라북도/익산시)

   - 2019.04~2020.12 LED조명제품의 다수인증원스톱처리플랫폼구축(산업부/산기평)

   - 2019.05~2022.04 소비자 체감형 요금제 연동형 OCF기반 서브미터링 기술 

및 서비스 개발(산업부/에기평)

   - 2019.05~2024.04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다부처사업-산업부/국토부/과기부/행안부)

   - 2020.04~2024.12 디지털트윈기반지하공동구화재〮 재난지원통합플랫폼개발

                     (다부처사업-산업부/과기부/행안부/국토부)

   - 2020.04~2023.12 AR3DHUD화질특성측정방법 국제표준개발(산업부/산기평)

   - 2020.04~2023.12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홀로그램 응용기술개발사업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0.05~2024.04 TOPCON 태양광 모튤개발(산업부/에기평)

   - 2020.05~2022.03 태양광 에코모듈기술개발(산업부/에기평)

   - 2020.06~2020.12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0.07~2022.12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산업부/산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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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연구개발(R&D) □ 시험·인증·표준화

∘ 스마트 도로조명

∘ 사회복지·재난안전조명

∘ 인간중심조명

∘ ICT융합조명

∘ 태양광 실증사업

∘ 빛환경평가측정(빛공해)

∘ 프리미엄 조명

∘ 홀로그램

∘ 자외선/ICT스마트팜

∘ 초절전 가시광/적외선 ICT융합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제품인증기관

  (KOLAS, KAS)

∘ KS·TL인증 및 KC안전확인시험기관

∘ 전자파적합성(EMC)시험

∘ 조달물자 납품검사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 IEC TC 34 및 ISO TC 274 국내 간사기관

□ 교육 □ 고객 지원 및 협력

∘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사업

∘ 고객 디버깅 서비스 지원

∘ 기술개발 실용화 연구 지원 서비스

∘ 지역특화 및 애로기술 지원

∘ 연구기반 활용 사업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경기도)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전라북도)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

 ◦ 기업지원 R&D 분야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및 운영
      •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제작(획득 · 생성 · 프린팅 등), 상용화 실증을 위

한 장비 기반 측정, 분석, 전문 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특화 및 애로기술지원
      • 고객의 애로기술, 마케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계형 R&D 

협력 및 이종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특허,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인증/
시험 수수료 지원 및 아이템 발굴, 정부과제 등을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융합 기술 지원

 ◦ 기업지원 비R&D 분야
    - 고객 디버깅 지원
      • 고품질의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명기기의 디버깅 기술

지원, 제품개발 지원, 시험측정 지원, 기술교류의 창구로서 회원사를 위한 
종합 고객지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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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반 활용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기반활용사업」의 운영기관으로써 중

소기업이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하여 LED 
조명 및 ICT융합 제품의 성능분석 관련 시험 장비의 수수료를 지원

    - 연구기반 공동 활용 지원(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

업(道·市)을 통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목적 연구
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연구장비 사용료(70%)를 지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
      •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규

격인증 및 제품시엄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기업수요맞춤형훈련사업
      • 조명 및 ICT 산업 발전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사를 대상으로 HR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고객 직무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하는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사업 추진

□ 지원장비 보유 현황

 ◦ 광    학 : 배광시험기 외 84종

 ◦ 전 자 파 : 차폐실 외 58종

 ◦ 안    전 : 고온압축시험기 외 431종

 ◦ 전기전자 : 전력분석기 외 101종

 ◦ 환    경 : 항온항습챔버 외 84종

 ◦ 기    타 : 열화상카메라 외 3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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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명 활용범위

광학

배광시험기 광원에 대한 배광 측정

적분구 광원에 대한 광속, 색온도, 파장 측정

플리커측정시스템 광원의 플리커(깜빡임) 측정

전자파

차폐실
전자파장해 측정을 위해 

외부 전자파가 차단된 시험실

ESD내성시험기 정전기 방전에 대한 내성을 시험

RS내성시험기 전자파방사에 대한 내성을 시험

안전

고온압축시험기 고온으로 압축했을 때 견디는 정도를 측정

도체의 손상검사장치 시료의 통전부에 손상이 있는지 시험

충격시험장치 시료가 충격에 견디는지 정도를 시험

전기

전자

전력분석기 전력에 대한 성분을 측정

전원공급장치 시료의 특성에 따른 전원공급

파형측정기 시료의 전기적 특성 시험

환경

항온항습챔버 고온, 저온, 고습에 대한 신뢰성시험

내분진 및 내습성(IP) 시험기 분진 및 물에 대한 보호등급 시험

염수분무시험장치 염수에 의한 부식 내성 시험

기타

열화상카메라 온도분포를 화상으로 측정

터널내부반사율측정기 터널 내부 조명환경 측정

휘도측정카메라 빛공해 관련 외부 조명환경 측정

□ 주요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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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1. ~ 2023. 12. (5년)

 ◦ 지원규모 : 기술 및 상용화 직∙간접 지원(220억원 규모, 총 60개월)

 ◦ 지원대상 : 전국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사업구분 :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및 기술지원 등의 센터 구축 및 운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홀로그램콘텐츠 활용 희망 기업

 ◦ 지원한도 : 홀로그램 관련 장비 및 평가 서비스 지원(규모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기 구축된 홀로그램콘텐츠 전용 장비를 통해 기업의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 제품 출시 및 관련 시장 창출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 지원

   ① (장비지원) 홀로그램 관련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제작지원 서비스

   ② (품질평가지원) 홀로그램콘텐츠 및 디바이스 평가 서비스

   ③ (리빙랩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홀로그램콘텐츠 및 디바이스 리빙랩 서비스

 ◦ 지원절차

   

홀로포탈 공고

➜

One-Stop 서비스

➜

품질평가 지원

기업지원 세부 내역 및 

기간 등 공고

홀로그램 관련 

아이디어 구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제작된 콘텐츠 및 

디바이스의 평가지원

 ◦ 구비서류

    - 업체별 기술지원 신청서 1부

□ 문의처

 ◦ 남부분원 빛융합연구팀 (063-837-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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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  지역특화 및 기업애로기술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5,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부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1개 이상 등록된 기업

 ◦ 사업구분 : 기업지원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원 신청서 제출 및 평가 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분야 :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및 애로기술해결 지원

 ◦ 지원내용

    - 부천지역 우수 스마트조명 기업에 대하여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 획득, 특허 출원/등록 및 기업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지원절차

   
지원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 협약 체결 및 

기업지원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또는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 문의처

 ◦ 연구총괄본부 (032-67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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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 고객 디버깅 지원>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금 10:00부터 17:00까지

◦ 지원설비

 - 기본지원설비

   : Power Supply, Power Analyzer,

    작업 공간, 각종 공구

 - 전문요원 성능 측정 지원 설비

   : 적분구, 써지시험기, 절연저항 및 내전압

<부천ICT전자파센터 : 고객 디버깅 지원>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금 09:00부터 18:00까지

◦ 지원설비

 - 3m 디버깅 챔버(방사성 방해전압 시험)

 - 전도성 방해전압 시험 측정 장비

 - 서지 시험장비

비R&D 1  고객 디버깅 지원 

□ 사업개요

 ◦ 고품질의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명기기 및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조명기기, IT기기, 멀티미디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디버깅 기술지원, 제품개발 지원, 시험측정 지원, 기술교류의 

창구로서 고객을 위한 종합 고객지원 솔루션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유료 회원사

 ◦ 지원 내용 

◦ 지원절차

   
디버깅 설비

담당자 이용 문의
➜ 사용일시

진행 및 접수
➜ 디버깅 설비 사용

□ 문의처

 ◦ 본원, 고객디버깅지원실   (1577-9190)

 ◦ 부천ICT전자파센터 (032-32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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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사업(경기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5. 22 ~ 11. 27 

 ◦ 지원규모 : 624.7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구분 : 제품개발 연구장비 사용료(70 %)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

 ◦ 지원한도 : 최대 400만원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최대 800만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70 %)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 지원절차

   

시험 접수 

및 견적
➜

장비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 장비 사용 ➜ 장비사용료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문의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 (032-67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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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3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06. 30

 ◦ 지원규모 : 총 58,45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소 소기업

 ◦ 사업구분 : 기술지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지원한도 : 규격 인증(15,000 천원), 제품 시험(10,000 천원)

 ◦ 지원내용 

    - 규격인증 :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 제품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지원절차

   

시험 접수 

및 견적
➜

기업부담금 입금 

및 바우처 발급
➜

수행기관 

서비스 구매
➜ 완료 보고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거래처별 

합계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문의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032-67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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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1. ~ 12.31. (1년)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225백만원

 ◦ 지원대상 : 한국조명ICT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고용보험가입 재직자

 ◦ 사업구분 : 교육훈련(집체)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협약 체결 우선 지원 기업 대상

 ◦ 지원한도 : 교육훈련생 1인당 평균 20만원 한도(대기업 20% 자부담)

 ◦ 지원내용

    - (목적) 실무 중심 조명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명산업계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 (강좌) 조명 및 IoT, 스마트조명 등 4차 산업 관련 트렌드를 반영한 13개 

강좌 운영

      → 조명입문자기초, Relux기초활용과정, 스마트조명의 기술과 적용 방식 이

해 등

 ◦ 지원절차

  

교육협약기업

신청
➜ 교육협약 체결 ➜

교육과정

신청 및 접수
➜

교육

참여 및 수료  

 ◦ 구비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1부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

□ 문의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 (032-670-7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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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

훈련로드맵 지원
➜

훈련 실시

훈련과정 설계 훈련로드맵 설계 설계된 훈련 운영

인력양성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1. ~ 12.31.(1년)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345백만원

 ◦ 지원대상 : 한국조명ICT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 사업구분 : 교육훈련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사전 협약 맺은 참여 업체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최대 3 천 만원 한도

 ◦ 지원내용 :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훈련을 지원

  ① (직무분석) 훈련수요가 있는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직무분석 실시 지원(2~4개월, 최대 2천 만원 상당의 직무분석 

비용 지원)

   - (직무분석 범위) 협약기업의 제조·기술 분야 등에 집중하여 실시(경영 ·

회계, HR 등 분야는 제외)

   - (컨설팅 지원) 전문적인 직무분석 및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통한 용역방식으로 직무분석 실시

  ② (훈련로드맵 구축) 직무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협약기업 근로자 경력개발경로 

및 수준별 훈련프로그램 설계 지원(2~3개월)

  ③ (훈련 실시) 기업수요를 반영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개발된 훈련과정 운영

(하반기 무료 교육 실시)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참여 업체별 직무분석 계획서 1부

□ 문의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 (032-670-7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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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장비사용 허가서 발급 지원 

□ 지원 내용 

  ◦ 고효율, 직접생산, KS 등의 제품인증 획득 시 필수로 구축해야하는 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가능한 장비사용허가서 (설비

사용계약서) 발급 지원

  ◦ 사용기간 : 장비사용허가서 사용기간은 최대 1년

  ◦ 장비 내부 및 외부 반출사용 여부 – 불가

  ◦ 지원 대상 : 한국조명ICT연구원 유료회원사,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회원사 (지원 기업에 한하여 장비사용허가서 무상 발급)

□ 지원 설비 (총 44 종)

CURVE  TRACER 니들플레임시험장치 온도기록계 진동시험기

서지시험기 만능전력분석기 의곡시험기 충전부감전보호시험장치

고온조 반사투과측정기 인장강도시험기 항온조

고주파형광램프측정장치 방음실 자동점멸장치(센서등) 항온항습기

광도분포측정기 배광시험기(광도계) 저온조 휘도계

난연성시험기 베이스온도상승측정용용기 적분구(분광계) LED센서등기구개폐점멸장치

내부식시험설비 베이스접착강도시험기 적열봉시험장치 개폐시험장치

내분진시험기 볼프레셔시험기 전자파측정설비 디지털 조도계

내충격시험기 살수시험기 절대광속측정기 고주파 스파크 발생기

내트래킹시험기 수명시험설비 절연 및 내전압시험기 누설전류계

냉열충격시험챔버 염수분무시험장치 접지연속성시험기 소음시험기

□ 신청절차

 ◦ 시험의뢰전용홈페이지(고객서비스 → 장비대여신청 → 로그인 → 신청

   

장비사용허가서

담당자 이용 문의
➜ 장비사용허가서 신청

(목적, 기간, 장비)
➜ 발급 및 발송

(홈페이지 파일 다운)

□ 문의처

 ◦ 시험총괄본부 (032-670-3842)



Ⅲ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 소개

[단체 및 학회]

Chapter





1. (사)LED산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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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사)LED산업포럼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주요역할 

    - LED산업계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기치로 발족되었으며, LED조명∙

융합 신시장 선도를 위한 신시장 주도 경쟁력 확보, 시장창출 ∙소비자 

신뢰확보, 선순환적 생태계조성을 소통의 장으로서 산∙학∙연∙관 상설협의체 

 ◦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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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해외 마케팅 및 기타지원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 글로벌 주요 전시회 한국관 사업 (KOTRA 협업)

      • 독일프랑크푸르트 Light+Building

      • 홍콩추계조명박람회

      • 러시아 Interexco

    - KOTRA 수출지원 개별참가 지원 사업  

    - 수출컨소시엄 사업 (K-BIZ 협업)

      • 북미LED조명수출컨소시엄 수행 (‘17~19년)

 ❍ 기타 (정책, 인증, 용역 등)

    - LH공사 실내조명기구 표준화 참여

    - 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조명협의체” 보급분과 참여

    - 한국에너지공단 “LED조명 효율등급 기술기준 개발연구” 용역 수행

행 사  포럼 및 전시회 

❍ LED광융합산업포럼 개최

   - LED/광융합 산∙학∙연 ∙관 소통의장 

   - LED/광융합 정부정책 공유

   - 국내외 최신 기술트렌드 정보공유 

   - 산업발전 진흥 유공자 발굴 및 정부포상

❍ 국제광융합엑스포 개최

   - 국내 최대규모의 LED/광융합관련 전시회 주최

   - 신기술 우수업체 정부시상

   - 초청바이어 상담회 개최 (KOTRA 협업)

□ 문의처

 ◦ 사무국 (02-783-7979)



 

2. 한국LED · 광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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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LED·광전자학회

□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법인설립 허가번호 제2017-27호 (산업통상자원부)

  ◦ 설립목적  

     - 설립목적 : LED 및 광전자학과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보급은 물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진흥에 이바지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

     - 설립일자 : 2017년 8월 28일

 ◦ 주요역할 

    - LED 및 광전자 관련 기초, 응용 및 융합기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하며, 관련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들에게 학문 교류의 장을 제

공함으로써 관련 학문,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

 ◦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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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 대회 

 ◦ 2021 한국LED∙광전자학회 하계학술대회

    - 일자/장소 : 2021. 8. (일자 및 장소는 미정)

    - 주요 내용 : 광전자분야의 최신기술에 대한 소개와 발표 및 토론의 장

    - 주요 분야 : 마이크로 LED, 차세대 광원, 차세대 레이저, 네오포토닉스, 

형광체, 센서, 광융합 조명, 차세대 태양전지 등

 ◦ IWUMD 2021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The 5th International Workshop on Ultraviolet Materials and Devices)

    - 일자/장소 : 2021.11.7.~11.12. /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 주요 목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UV LED 전문 국제학술대회 

    -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광소자 분야의 기술력 제고와 국제간 학술교류 기회

□ 주요 목적 사업

 ◦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및 배포

 ◦ 국내외 LED 및 광전자학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LED 및 광전자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LED 및 광전자학 관련 사업과 산업의 성정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의 연구용역사업

 ◦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 제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건의

 

□ 담당자

 ◦ 학회사무처 (010-9265-3313)



3.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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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광학회

□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설립목적 :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일자 : 1989년 10월 20일

    - 설립등록 : 1990년 2월 20일 (과학기술처 법인 설립)

 ◦ 주요역할 

    - 매년 1~2월에 동계학술대회, 7~8월에 하계학술대회 등 전국 규모의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함.

    - 광과학 분과, 광기술 분과,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양자전자 

분과, 포토닉스(광자기술) 분과,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디스플레이 분과, 양자

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리소그래피 분과 9개 분과가 있으며, 각 분과에서는 

매년 광기술 워크샵, 첨단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광인터넷 워크숍, 양자정보 학술대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

대회, 바이오포토닉스 학술대회, 광자기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

    -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 단기강좌,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의 “학술사업과 

학술논문집, 학회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 발간 사업” 그리고 학술적, 기술적 

연구 사업 및 표준규격의 제정 등을 주된 사업으로 실행함.

    - 정기발간물 : 국문지(6회), 영문지(6회), 홍보지(4회), 학술대회 논문집(동/하계)

 ◦ 조직현황

    - 회장(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40인 이내)

    - 학회기구 : 9개 분과가 각기 고유 학회 활동을 기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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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 대회 

 ◦ 제32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1년도 동계학술발표회

    - 일시/장소 : 2021. 2. 17 ~ 2. 19 / 온라인으로진행 

    - 주요 분야 : 광과학, 광기술,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양자전자, 

포토닉스, 바이오포토닉스,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

 ◦ 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COOC 2021)

    - 일시/장소 : 2021. 5월 말 /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 주요 분야 : 광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광섬유 및 레이저, 광소자, 광정보 

처리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포토닉스, 광응용, 나노포토닉스 등

 ◦ 제4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 일시/장소 : 2021. 6월  / 추후 안내

    - 주요 분야 : 양자정보 이론,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계측 등

 ◦ 2021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 일시/장소 : 2021. 7. 5 ~ 7. 7 / 제주 ICC 국제컨벤션센터

    - 주요 분야 : 광과학, 광기술,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양자전자, 

포토닉스, 바이오포토닉스, 디스플레이,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리소그래피

 ◦ 제20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 (ALTA 2021)

    - 일시/장소 : 2021. 8월 / 제주 서귀포 칼호텔

    - 주요 분야 : 고출력 레이저, THz, 나노포토닉스, 각종 레이저 응용 기술

 ◦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 일시/장소 : 2021. 10. 20 ~ 22 / 제주 (추후안내)

    - 주요 분야 : 광학설계, 광측정, 광학가공, 과학코팅 등

 ◦ 제21회 광인터넷 워크숍 (OIW 2021)

    - 일시/장소 : 2021. 10월 / 제주 메종글래드

    - 주요 분야 : 광통신 소자/부품/시스템/네트워크/서비스 분야, THz,

AI기반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고신뢰전달망, 공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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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NGL 2021)

    - 일시/장소 : 2021. 미정 / 추후 안내 

    - 주요 분야 : 리소그래피, MI,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

 ◦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1 (바이오포토닉스학술대회)

    - 일시/장소 : 2021. 11. 4 ~ 11. 6 /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 주요 분야 : 분자, 세포, 조직 및 살아있는 생체, 사람을 대상으로 광을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치료 관련 분야

 ◦ 제30회 광자기술 학술대회(Photonics Conference 2021)

    - 일시/장소 : 2021. 11월 / 추후 안내

    - 주요 분야 : 광통신, 광소자, LED/Solar Cell/광디스플레이, 광섬유/재료, 

                 광신호처리, 바이오포토닉스 등

 ◦ 양자포토닉스워크샵 (Quantum Photonics Workshop) : 2022년 개최 예정

□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3452-6560)





4. 한국조명 · 전기설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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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설립목적 : 조명과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산∙학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사업 및 국제행사를 수행함.

    - 설립일자 : 1987년 3월 13일

    - 설립등록 : 1988년 1월 28일(교육과학기술부 비영리 공익법인 등록)

 ◦ 주요역할

    - 학술대회, 연구용역 및 자문, 국가기준 제, 개정, 단체표준제정, 산학협동

워크숍 및 전시회, 조명산업디자이너 자격인증교육 및 시험 시행

    - 정기발간물 : 학회지(4회), 논문지(12회), 학술대회 논문집(춘계, 추계)

    -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한국대표 

한국위원회(KCIE) 활동과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조명컨퍼런스(ALC) 개최 

 ◦ 조직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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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2021년도 주요 사업 

 ◦ 발간사업(편집사항)

    - 조명∙전기설비학회지 : 년 4회, 논문지는 월간(년12회) 발간

    - 국문논문지의 SCOPUS 등재와 국제컨퍼런스 발표논문의 영문논문지 발행 추진

    - 학술대회 우수논문 추천제 실시와 논문투고 혜택을 제공

    - 우수논문 특별상 시상 : 송천 지철근학술상(2명), 운곡 논문상(2명), 남촌 

학술상(2명)을 선정

 ◦ 조사연구사업(조사사항)

    - 국가나 유관기관 및 업체 위촉 학술연구 용역사업 

    - 조명 및 전기설비 분야의 각종 조사 연구 

    - 조명 및 전기설비 분야 시험 용역 실시 

    - 국가건설기준 등 개정 및 학회 단체표준 제정 수행

 ◦ 전문위원회 및 학술연구회(사업사항)

    - 국제행사 및 전문워크숍, 포럼 및 기술 강좌, 연구사업 등 추진

    - 조명산업디자이너(LID) 자격인증제도 시행

    - 각 분야 학술 및 연구기능 활성화로 미래기술 정보 제공

 ◦ 학술발표사업(학술사항)

    - 춘계학술대회 : 2021. 5. 12.(수)~5. 14.(금)(2박 3일) 강원도 예정

    -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2021. 11. 10.(수)~11. 11.(목)(1박2일) 예정

    - 발표논문 우수논문상 선정과 학부생 “캡스턴디자인경진대회” 시행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1

 ◦ 국제교류사업(국제사항)

    - 아시아조명컨퍼런스(ALC) 개최 : 2021. 8월, 중국베이징/칭화대학교

    - 아시아태평양 낙뢰 및 전기설비 컨퍼런스(APL / APEI)에 참여 

    - 국제교류협정 학회 및 국내외 관련단체 교류증진 활성화(초청강연 등)

    - 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KCIE) 자격으로 국제조명위원회 행사 참여 

 ◦ 산학협동 활성화 사업(산학협동사항) 

    - 산학협동 신기술,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와 표창, 총회 시 기술상 수여

    - 춘계학술행사 시 산학협동 친선교류회 및 간담회 실시

 ◦ 제행사 및 회의(담당별 사항)

    - 정기 총회, 정기 평의원회 및 이사회, 정기 편집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술조직위원회, 각 분과 연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개최

 ◦ 기술정보자료 교류 및 지회 활성화(총무사항)

    - 국내외 관련학회, 국제기구, 기관, 단체, 연구소, 협회, 조합 등과 교류

□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564-6534/ E-mail : kiiee@kiiee.or.kr)

5. 한국통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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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통신학회 

□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설립목적 :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일자 : 1974년 10월 19일

    - 설립등록 : 1975년 2월 9일 (체신부)

 ◦ 주요역할 

    - 국제 및 국내 논문지 발간 및 학술지등 출판물 간행을 통한 정보 공유

    - 국 ∙내외 학술발표회, 워크샵, 세미나를 통한 지식의 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교류

    -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활동

- 기술표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 기술지원 및 교육을 통한 산업계와의 협력

- 기술관련 연구용역사업

 ◦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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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8개 지부, 해외 5개 지부

  ◦ 5개 소사이어티 및 33개 전문연구회

    

소사이어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팩토리
신호처리
실감콘텐츠
실내위치인식 및 공간정보
양자통신
오픈소스시스템
위성/무인기통신
이동통신
철도IT융합
통신네트워크
통신망운용관리
통신보안
통신표준화
해양IT융합
Bio-IT융합기술
ICT특허
IoT
주파수 공유기술
민·군 ICT 융합

블록체인  
에너지 
이동통신
인공지능 
통신네트워크 
전문연구회
검출추정이론
공공안전융합기술
광통신
교통·자동차· IT융합
군통신
농식품IT융합
디지털홈
마이크로파 및 전파
무선측위 및 항법 기술
방송 및 미디어통신
부호 및 정보이론
빅데이터
산업기술

◦ 4개 포럼

   - ICT Convergence Foru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25개 연구소와 

함께 부서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

                              ※ 활동 : 월 1회 회의, 연 1회 세미나 개최

   - 사회안전시스템 Forum : 2014년도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대

비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포럼

   - 5G 기반 스마트 공장 Forum :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질적인 컨텐츠(표준)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

   - KICS 미래융합 Forum : ICT분야의 원로분들로 이뤄진 포럼

   - 6G Forum : 2019년도에 설립한 6G Forum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세계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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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논문지, 학회지 발간 

◦ 논문지, 학회지 발간

   - 국제저널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JCN) : 연 6회 (격월, SCI급)

     ICT Express : 연 4회 (분기, SCI급, Open Access)

   - 국내저널

     국내논문지 : 연 12회(A,B,C권 통합)

   -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학회지(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 연 12회(월간)

     •  웹  진 : 연 4회 발간(분기)

     •  소식지 : 월 2회 발간

     •  글로벌 뉴스레터 : 연2회 발간(반기, 학회의 국제화에 따라 발간하며, 해외 지부 

위주로 배포함.)

행 사  2021년도 주요사업  

◦ 주요 학술대회 및 세미나

   -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  일시/장소 : 2021. 2. 3 ~ 2. 5 /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  행사내용 : ICT 전 분야의 모든 논문이 발표되며, 매년 약 700편의 논문과 1,300

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함. 특별세션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업소개 및 리쿠르팅 행사와 IITP등의 과제발표, 전문

연구회의 연구발표 등을 진행함.

   - ICT Convergence Korea 2021

     •  일시/장소 : 2021. 3. 17 ~ 3. 18 / 양재 The K Hotel

     •  행사내용 : ICT 전 분야가 포함됨. 약 800여명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25개 연구소 

및 30여개 기업, 50여개 학교에서 참여하여 현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 분야를 공유하고, 연구자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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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  일시/장소 : 2021. 6. 16 ~ 6. 18 / 제주도라마다플라자 호텔

     •  행사내용 : ICT 전 분야의 모든 논문이 발표되며, 매년 약 1,000편의 논문과 

1,7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모여 논문을 발표함. 특별세션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업소개 및 리쿠르팅 행사와 IITP등의 과제발표, 

전문연구회의 연구발표등을 진행함.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 2021(ICTC 2021)

     •  일시/장소 : 2021. 10. 20 ~ 10. 22 / 제주라마다플라자 호텔

     •  행사내용 :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한 국제학술행사로 매년 500여편의 논문과 

30여개국 8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가 참가하여 논문발표가 진행됨. 

2018년도에는 유럽 5G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매년 국제기업들을 초청해 기술 및 기업을 소개하며, 국제 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함.

◦ 지부행사

   - 해외지부행사 : 8월 중국행사 계획.

   - 국내지부행사 : 9월 부산지부, 11월 대전지부 행사 계획

□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345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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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주  소 전화 홈페이지

주관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044-203-4343 www.motie.go.kr

전담

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역시�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062-605-9612 www.kapid.org

전문

연구소
한국광기술원�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로�
108번길� 9

062-605-9114 www.kopti.re.kr

연구

기관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053-219-0408 www.lac.or.kr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고등광기술연구소

062-715-4718 apri.gist.ac.kr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
산�연구센터

부산시�남구�신선로� 365 010-3433-8483 www.led-marine.org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전라남도�장성군�남면�나노산단�5로�

60-7(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내)
061-395-3170 www.laser.re.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226(오룡동)

062-975-7000 www.keti.re.kr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
산업화연구단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 5로�

41번길� 48
051-310-8140� www.kimm.re.kr�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

109�
031-546-6114� www.kanc.re.kr�

한국생산기술원연구소�
서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208번길� 6(오룡동)

062-600-6114 www.kitech.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176번길� 11

062-970-6511 www.etri.re.kr

한국조명ICT연구원
경기�부천시�도약로� 261�

부천대우테크노파크�A동� 403호
032-670-8888 www.kilt.re.kr

단체�

협회�

(사)LED산업포럼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1,� 1161호
02-783-7979 www.ledforum.or.kr

한국LED·광전자학회
서울시�강서구�염창로� 583�

우림블루나인B동� 16층� 1606호
010-9265-3313 ksloe.org

한국광학회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20�
태영데시앙� 1610호

02-3452-6560 www.osk.or.kr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1104호)
02-564-6534 www.kiiee.or.kr

한국통신학회
서울시�강남구�도곡동� 417-11�
한국통신학회�회관� 3층

02-3453-5555 www.kics.or.kr

1. 연구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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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장비명 활용용도 시설장비 
문의번호 제작사 모델명 페이지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1300nm  스윕소스 
레이저 분석 053-219-0444 Thorlabs SL1310V1-20048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1310nm  스윕소스 
광결맞음 단층시스템 분석 053-219-0444 Thorlabs OCS1310V1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속디지타이저 분석 053-219-0444 National Instruments NI PXIe-5162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공초점  현미경 분석 053-420-4989 Carl Zeiss LSM 5 EXCITER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스펙트럼  분석기 분석 053-219-0444 Yokogawa Electric  

Corporation AQ6375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펄스  측정기 분석 053-219-0444 Ape pulse check 5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학현미경 분석 053-219-0444 Carl Zeiss Axio Scope.A1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분광분석장치 분석 053-219-0445 spectraline ES2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생체조직피부평가
시스템 분석 053-219-0444 Courage-khazaka  

Electronic MPA 58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스윕소스  광결맞음 
단층시스템 분석 053-219-0444 Santec IVS-20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저출력  Spectral 
domain OCT 시스템 분석 053-219-0444 이큐메드 -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053-950-7568 프론틱스 AIS 21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콜라겐평가시스템 분석 053-219-0444 tpm skinscanner75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대역광섬유레이저 분석 053-219-0976 Novae Coverage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음향단층현미경 분석 052-219-0758 Endra Nexus 128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PCB노이즈디버깅
측정기 분석 053-219-0437 Noiseken EPS-3007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비접촉식표면분석기 분석 053-219-0973 Kosaka ET6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자외선현미경 분석 053-219-0445 Nikon Eclipse Ni-E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X-선  회절분석기 분석 053-950-6817 Panalytical Empyrean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1um대역광섬유
레이저 가공 053-219-0444 Ipg Photonics YLR-5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가공시스템 가공 053-219-0444 애니모션텍 ABL1500-B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출력  CO2 레이저 가공 053-219-0973 Rofin DC01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출력  Nd:YAG 
레이저 가공 053-219-0444 Ekspla NL315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펄스레이저증착
시스템 시험 053-219-0444 제이몬 Pulse Laser  

Deposition System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가공 053-219-0444 Spectra Physics spitfire ace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광섬유  가공 시스템 가공 053-219-0444 Vytran GPX-34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동결건조시스템 시험 053-219-0758 Labconco Freezone Triad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생체조직미세절단기 가공 053-219-0444 Leica CM3050S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파장가변형Nd:YAG
레이저 시험 053-219-0444 Continuum Surelite EX/Surelite  

OPO Plus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펨토초  재생증폭기 시험 053-219-0444 Coherent Libra-F-HE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피코초  레이저 가공 053-219-0444 Time-bandwidth Duetto 81

2. 연구기관 및 장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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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출력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공 053-219-0408 Amphos AMPHOS 2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 인그래이빙 
장치 가공 053-219-0639 ㈜코어레이저 CLMI-2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클리너 가공 053-219-0973 E-laser -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의료용  레이저 
광원패키징 시스템 시험 053-219-0437 Hybond

Model  
626/EDB80-p/VSU28/S

martAct FAC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출력  UV 레이저 시험 053-219-0976 한빛레이저 PF-40V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기반  
마이크로소자제조장

치
가공 053-219-0444 LightFab LE-3D Printer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공정개발용  레이저 
용접기 시험 053-219-0408 Sisma SWA300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밀봉접합기  및 Leak 
시험기 시험 053-219-0445 Polaris Venus IV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5축  정밀 가공기 가공 053-219-0444 Hermle c22u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  3차원 적층 
조형기 제작 053-219-0444 Sodick OPM250L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  클래딩용 
금속분말 제조장치 제작 053-219-0976 동양유도로 DITH-0075MF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고속  레이저 
자유형상 제조시스템 가공 053-219-0758 OR LASER ROBO LASER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입도분석기 분석 053-219-0627 HORIBA LA-960V2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의료용 PEEK 레이저 
적층 조형 장비 제작 053-219-0544 Tpm3d S320HT 81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센터

레이저 다축가공용 
로봇 시스템 가공 053-219-0758 kuka KR IONTEC 81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전자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062-715-2564 Olympus BX41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3D공초점  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062-715-2560 Olympus IX81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실시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062-715-4714 Tektronix TDS7254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학현미경 가공 물질 정밀 

측정 및 분석 062-715-3278 Carl Zeiss LSM 700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자외-가시광  
스펙트로포토미터 범위: Visible 062-715-3487 Agilent Cary 5000 UV-Vis-NIR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  스펙트럼 분석기 (AQ6317B) 062-712-2289 Yokogawa Electric  

Corporation AQ6370B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062-715-3337 Light Conversion Light Conversion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미세  가공용 
고반복률, 극초단, 
저출력 레이저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062-970-3337 Cyber Laser IFRIT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펄스폭  가변 펨토초 
레이저 가공 시스템

다양한 물질 
내외부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062-715-3337 에스엠텍 -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CO2  레이저 연마 
가공 시스템

광섬유 및 투명 
물질 표면 연마 062-715-3337 Universal Laser  

System ULR-30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UV  레이저 시스템

다양한 물질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062-715-3337 Coherent AVIA 266-3 88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3차원  펨토초 
레이저 마킹 시스템

다양한 물질 
레이저 가공 및 

소자 제작
062-715-3337 바이크로닉스 BXLP 3DM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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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펨토초  초정밀 
레이저 가공시스템

레이저 초정밀 
가공 061-395-3182 에스엠텍 SM-LMM-910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CO2  레이저기반 
가공시스템

레이저 스크라이빙, 
미세 드릴링, 절단  

기술개발
061-395-3182 에스엠텍 -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5축  가공기

3차원  가공을 
통한 레이저 

미세절단 및 용접 
생산지원

061-395-3172 Trumpf TruCell300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자외선  레이저기반 
패터닝 시스템(엑시머)

PMMA등폴리머기
반금형몰드의나노
사이즈급미세패터
닝기술개발및관련
기업체가공지원 

061-395-3172 큐엠씨 SLP-10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나노초  DUV 레이저 
가공시스템

레이저 스크라이빙, 
미세 드릴링, 절단  

기술개발
061-395-3182 에스엠텍 -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고속  절단 및 드릴 
시스템

차세대 
디스플레이(LCD,  
AMOLED) 및 

전자회로소자(TFT)
의 고속 정밀가공 

[시험, 생산]

061-395-3182 이노6 -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레이저  PCB 가공기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IT전자산업 및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ㆍ전자기기에 

사용되는 PCB 
회로기판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061-395-3182 Lpkf Laser &  
electronics Protolaser U3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다목적  광섬유 
격자가공시스템

LPG(Long  period 
grating), FBG(Fiber 

bragg grating), 
PMF(Polarization 

maintaining  fiber) 
grating 등 optical 

fiber 기반의 
마이크로 사이즈급 
미세 패터닝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체 가공 지원

061-395-3182 큐엠씨 SLG-10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3차원  레이저 
형상측정 시스템

레이저 3D 
형상측정, 분석 061-395-3182 Keyence VK-X21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AFM(원자현미경) 샘플표면 형상분석 061-395-3182 파크시스템스 NX2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전계주사현미경 표면⦁단면 이미지 

측정 061-395-8182 hitachi SU-8010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시료의  
구조해석을 위한 
결정형상 분석

061-395-3182 Rigaku SmartLab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금속현미경 시료의 표면 

이미지 측정 061-395-3182 Leica DM6000 M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이온빔스퍼터시스템

마이크로 응용 
고성능 레이저 
시스템용  광학 

부품 제조 
기술개발

061-395-3182 인포비온 - 101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이온밀링시스템 표면 및 조성 

분석용 샘플제작 061-395-3175 Hitachi IM40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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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

원센터

다기능성  조이닝 
시스템

자동차,금형산업관
련레이저절단,용접
및특수형상가공기
술개발및관련기업

체가공지원 

061-395-3172 에스아이에스 SIS-P1527 10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멀티미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FLUKE 8846A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누설전류계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Kikusui TOS320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보호접지시험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Kikusui TOS621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원공급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31-789-7284 Tektronix DC2KV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내전압시험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Kikusui TOS9201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온도기록계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29 YokogawaElectricCorp
oration LR12000E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오실로스코프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Tektronix MDO4104C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력분석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Yokogawa CW50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니들프레임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Wazau NPG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경사판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F5115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테스트핑거세트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Dr.Grabenhorst P1038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볼프레셔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T1002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팩트해머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F225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오존분석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Ecotech serinus1003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Cord  Anchorage 
Torque Device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F201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테스트코너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Dr.Grabenhorst T0639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Flexing  test 
apparatus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F3946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내트래킹시험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Dr.Grabenhorst M311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글로우와이어시험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62-975-7015 PTL T0335-1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항온항습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안전성 
규격실험

031-789-7284 Espec SH-66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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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산소측정기

실내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규격시험(SPS-KAC
A011-0141)발생산
소유량 및 농도 

측정 시험

062-975-7015 Southland OMD-580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파티클카운터 파티클카운터 062-975-7096 FLUKE 985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음측정  및 
가시화장비

소음측정 및 
가시화 062-975-7015 에스엠인스트루먼트 SeeSV-S205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Catia  v6 에어가전 구조설계 062-975-7072 다쏘시스템 CATIAv6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MATLAB 에어가전 알고리즘 
설계 062-975-7044 Mathworks MATLAB2007/Simulink

외Add-onproducts 11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방사잡음 
측정장비 EMI 시험 062-975-7029 주식회사이엠씨솔루션 -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자동범위조절  
직류전원 공급장치

디버깅용 전원 
공급장치 062-975-7029 Agilent N8957A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전자기 
방사내성(RS) 챔버 전자파 내성 시험 062-975-7065 에스와이코포레이션 개발시설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GHz 대역 
디버깅 챔버

복사성 전자파 
방출시험 062-975-7065 에스와이코퍼레이션 개발시설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전자기 
방사내성 측정장비

전도성 전자파 
내성 062-975-7029 주식회사이엠씨솔루션 -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GHz  대역 방사잡음 
측정장비 EMI 시험 062-975-7029 Rohde&schwarz ESW44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전기적 
과도현상내성측정장비 EFT/BURST/ESD 062-975-7029 EMTEST UCS500N72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서지 내성 
측정장비 서지내성 시험 062-975-7065 Teseq NSG5500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자계 내성 
측정장비 자계 내성 시험 062-975-7065 주식회사이엠씨솔루션 -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전원계통 
모의장치

1500V DC 전원 
모의 062-975-7029 RegatronAG TCGSS32500400S/96k

W/solar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양방향  LVDC 부하 
모의장치

1500V DC 부하 
모의 062-975-7029 RegatronAG TCGSS32500400S/96k

W/battery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VDC  전원과도응답 
모의장치 과도응답 모의 062-975-7029 NfCorporation ES12000W 1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IED  시뮬레이터 전압 전류 
정밀출력 062-975-7029 Omicron CMC353 119

한국기계연구원 대형 5축 절단 
가공기

고정밀 3차원 박판 
절단 051-310-8100 Trumpf - 129

한국기계연구원
2D & 3D 

스캐너레이저 
용접시스템

수송기계 부품 
등의 원격 용접 051-310-8100 Trumpf - 130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시스템

조선 및 
해양플랜트 후판 

용접
051-310-8100 Trumpf - 130

한국기계연구원 5kW 싱글모드 파이버 
레이저 용접 시스템

이종 용접, 박판 
고속 절단, 

CFRP/GFRP 절단
051-310-8100 IPG - 130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 메탈 
데포지션시스템

금형보수, 클래딩 
및 브레이징 051-310-8100 Trumpf - 131

한국기계연구원 펄스폭 가변형 극초단 
펄스 레이저 시스템 대면적 미세 가공 051-310-8100 Amphos - 131

한국기계연구원 고에너지 레이저 
피닝시스템

표면잔류 응력 
제어 및 나노 

스케일 금속구조 
경화, 클리닝

051-310-8100 Continuum - 131

한국나노기술원 Analytic  STEM TEM Imaging 　 Jeol JEM-2100F 136

한국나노기술원 FE-SEM SEM Imaging 042-350-1159 Hitachi S-47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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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E-beam  lithography Pattern Exposure 　 Jeol JBX-9300FS 136

한국나노기술원 KrF  Stepper Pattern Exposure 　 Asml PAS5500300 136

한국나노기술원 l-line  Stepper Pattern Exposure 031-546-6226 NIKON NSR2205i9C 136

한국나노기술원 Cluster  Sputter 
System Metal deposition 　 Ulvac SME-200J 136

한국나노기술원 PECVD Deposition 　 OERLIKON PECVD 136

한국나노기술원 ICP  etcher Pattern Etching 　 PlasmaTherm VLRICP 136

한국나노기술원 MOCVD Epitaxial Growth 　 Aixtron AIX2400G3 136

한국나노기술원 DicingMachine Wafer Sawing 031-546-6313 Disco DAD3350 136

한국나노기술원 Wire  bonder Packaging 　 Kulicke&Soffa MaxumUltra 13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트  에러율 테스터 광부품 062-970-6734 Anritsu MP1800A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전부품  대역폭 
분석기 광부품 062-970-6733 Agilent N4373D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광부품 062-970-6533 Tektronix DSA830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멀티밴드  Tunable 
laser 광원발생기 광부품 062-970-6734 KeysightTechnologies 8164B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합부식시험기 광/전자 부품 062-970-6598 Ascott CC2600IP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패키지실시간비전검사
기 광/전자 부품 062-970-6615 Cyberoptics SQ300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속풀자동씬와이어본
더 광/전자 부품 062-970-6733 Kaijo FB-910LDI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정밀멀티칩복합본더 광/전자 부품 062-970-6598 Palomar 388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정밀울트라소닉플립
칩본더 광/전자 부품 062-970-6598 Amicra AFCplus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속  풀 자동 와이어 
웨지 본더 광/전자 부품 062-970-6615 PalomarTechnologies 900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방향자동광학렌즈및
필터정렬시스템 광부품 062-970-6733 나라정밀 -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밀  광통신 

디바이스 
자동정렬장치

광부품 062-970-6672 에스팩 ARM30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양방향레이저웰더 광부품 062-970-6599 에이디에스테크놀로지 YS-1100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O-CAP저항용접기 광/전자 부품 062-970-6635 (주)웰탑테크노스 WTC-05A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플라즈마클리너 광/전자 부품 062-970-6615 (주)펨토사이언스 COWIN 154

한국조명ICT연구원 배광시험기 광원에 대한 배광 
측정 032-670-8888 Lmt GO-DS200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적분구 광원에 대한 광속, 
색온도, 파장 측정 063-837-0571 광전자정밀 OPI-100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플리커측정시스템
광원의 

플리커(깜빡임) 
측정

032-670-3886 Everfine LFA-300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ESD내성시험기 정전기 방전에 
대한 내성을 시험 032-670-3825 에이시스템 ESDAS305 164



2021광융합산업 지원사업 통합 메뉴얼

208

보유기관 장비명 활용용도 시설장비 
문의번호 제작사 모델명 페이지

한국조명ICT연구원 충격시험장치
시료가 충격에 

견디는지 정도를 
시험

063-837-0571 올쓰리엔지니어링 ATTS-1500-2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전력분석기 전력에 대한 
성분을 측정 063-837-0571 Voltech PM3000A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전원공급장치 시료의 특성에 
따른 전원공급 032-670-8888 ItechElectronic IT6333A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파형측정기 시료의 전기적 
특성 시험 032-670-3825 와이엠알티씨 YM-THC23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항온항습챔버 고온, 저온, 고습에 
대한 신뢰성시험 032-670-3825 와이엠알티씨 YM-THC23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내분진  및 내습성(IP) 
시험기

분진 및 물에 대한 
보호등급 시험 063-837-0571 와이엠알티씨 DST-150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열화상카메라 온도분포를 
화상으로 측정 02-670-8888 FlirSystems FLIRE50 164

한국조명ICT연구원 휘도측정카메라 빛공해 관련 외부 
보명환경 측정 02-670-8888 TechnoTeamBildverar

beitung LMKmobileadvanced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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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219 광통신
광학장비, 
광통신용 
분광기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S) - Technology Assessment  
(Technical Insights)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 기술 평가) FS 2007-06 PDF

2 121307 광응용 광소재, 
광결정

Photonic Crystals: Technology and Global Markets (광결정 기술과 
세계 시장) BCC 2007-12 PDF

3 122220 광원 광자동차, 
조명 Global market review of automotive lighting - forecasts to 2013 Aroq Ltd 2008-01 PDF

4 122445 광통신 광감쇠기 Fiber Optic Attenuators ECC(ElectroniCast) 2008-02 PDF

5 122221 광원 LED 
드라이버 IC

LED Driver ICs: Application Drivers,Technology Developments  & 
Product Introduction Trends (LED 드라이버 IC : 애플리케이션 

드라이버, 기술개발, 제품투입 동향)
Darnell Group, Inc. 2008-03 PDF

6 122446 광통신 커넥터 Fiber Optics Connector/Mechanical Splice ECC(ElectroniCast) 2008-03 PDF

7 122447 광통신 광섬유 서큘
레이터 Optical Circulators ECC(ElectroniCast) 2008-03 PDF

8 122448 광통신
Collimator 
Lens, Lens 
Assemblies

Fiber Optic Collimators Lens/Assemblies ECC(ElectroniCast) 2008-03 PDF

9 122449 광통신 스위치, 모듈 Optical Switches (Modules) ECC(ElectroniCast) 2008-03 PDF

10 122450 광원 SSL,LED Solid-State Lighting LEDs-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ECC(ElectroniCast) 2008-05 PDF

11 122222 광원 LED 
드라이버 IC

LED Driver ICs, First Edition: Worldwide Forecasts (세계의 LED 
드라이버  IC 시장 예측 : 제1판) Darnell Group, Inc. 2008-05 PDF

12 122451 광원 디스플레이, 
LED

Signage/Professional Displays LEDs-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ECC(ElectroniCast) 2008-05 PDF

13 122452 광원 광의료, LED, 
의료기기

Test/Measurement and Medical Science LEDs-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ECC(ElectroniCast) 2008-05 PDF

14 122453 광통신 WDM CWDM & DWDM Filters ECC(ElectroniCast) 2008-05 PDF

15 122454 광원 HB LED, 
고효율 LED High-Brightness LED 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ECC(ElectroniCast) 2008-06 PDF

16 122455 광통신 VCSEL VCSELGlobalMarketForecast ECC(ElectroniCast) 2008-07 PDF

17 122223 광통신 FTTH 2008 Global - Next Generation Telecoms and FttH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2008-07 PDF

18 122224 광원
HB LED, 
고효율 
LED조명

The Market for High-Brightness LEDs in Lighting:Application  
Analysis and Forecast - 2008 SUK 2008-08 PDF

19 122226 광원
OLED조명, 

디스
플레이

OLED Lighting Markets 2008 NanoMarkets 2008-09 PDF

20 122225 광통신 FTTx 사례 FTTx Case Studies - Leading Countries IDATE 2008-09 PDF

21 121112 광원 HB LED, 
고효율 LED

High-Brightness LED: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8 (Ninth  
Edition) Strategies Unlimited 2008-10

프
린
트

22 122227 광원
OLED조명,

디스
플레이

Displays and Lighting: OLED, e-paper, electroluminescent and  
beyond (디스플레이 및 조명 : OLEDㆍe페이퍼ㆍ전기 

발광(electroluminescent))
IDT 2008-10 PDF

23 121817 광통신 광통신, 
예측편람 2008 광통신 관련 시장 총조사(일본어판) FCR 2008-10 PDF

24 122456 광원 LED, 측정, 
의료기기

LEDs in Test/Measurement & Medical Science Applications  Global 
Market Forecast 2007-2012 ECC(ElectroniCast) 2008-11 PDF

3. 한국광산업진흥회 정보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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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2228 광응용
센서, 

광의료, 
광자동차

Developments in Sensor Fusion (센서 융합 개발 동향) Technical Insights, Inc. 2008-12 PDF

26 122501 광통신 parallel 
optics Market Forecast : parallel optics OVUM 2008-12

프
린
트

27 122502 광통신 능동 통신
케이블

Parallel optics modules and active optical cables: volumes,  ASPs, 
and revenue history and forecast, 2006-2013 OVUM 2008-12 액셀

28 122231 광원 LED, OLED World Market for LEDs and OLEDs (세계 LED 및 유기 EL 시장) SBI 2009-01 PDF

29 122230 광통신 고속 데이터 
시스템

IEEE 802.3ba - Is it the Right Time? Assessment: Technology and  
Market for High-Speed Data Systems (고속 데이터 시스템 기술 및 

시장)
PracTel 2009-01 PDF

30 122229 광통신
POF, 

플라스틱 
광섬유

Top 40 Actual & Potential Plastic Optical Fiber (POF)  Markets for 
2008 IGI 2009-01 PDF

31 121113 광원
LED패널, 

디스
플레이

LED Lighting Fixtures Market Review and Forecast Strategies Unlimited 2009-02
프
린
트

32 122234 광통신
광통신
부품, 

광케이블

Next-Gen Cable Networks: Opportunities for Fiber-Based  
Technologies Heavy Reading 2009-02 PDF

33 121114 광응용
광섬유
레이저, 

산업레이저
Fiber and Industrial Laser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9 Strategies Unlimited 2009-03

프
린
트

34 122457 광응용 광의료, LED, 
의료기기

LEDs Used in Test/Measurement & Medical Science Devices -  
Global Market Forecast ( 시험·측정기기 및 의료기기용 LED : 세계 

시장 분석)
ECC(ElectroniCast) 2009-04 PDF

35 121818 광통신 광통신, 
예측편람 2009 광통신 관련 시장 총 조사(일본어판) FCR 2009-07

프
린
트

36 121308 광응용 광통신 센서
네트워크

EnvironmentalSensingandMonitoringTechnologies:GlobalMarkets(세계
의환경센싱모니터링기술시장)    BCC 2009-08 PDF

37 121725 광통신 트랜시버, 
Transceiver

데이터 통신 트랜시버 시장 : 2009-2014년 (Data Communications 
Transceiver  Markets:2009-2014) CIR 2009-08 PDF

38 122235 광통신 광통신, 
FTTH, PON FTTH Review & Five-Year Forecast: The Road to Next-Gen PON Heavy Reading 2009-08 PDF

39 121726 광통신

광통신부품
(능동), 
광소재, 

광케이블, 
능동소자

Active Optical Cabling: A Technology Assessment and Market  
Forecast (능동형 광케이블: 기술 평가 및 시장 전망) CIR 2009-09 PDF

40 122236 광원
HB LED, 

고효율 LED, 
패키징, 재료

HBLED&LEDPACKAGING'09:Process,quipmentandmaterialsTechnology
and  market trends (고휘도 LED   및 LED패키징(2009년) : 

프로세스ㆍ기기ㆍ재료의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Yole Development 2009-10 PDF

41 122237 광원 신 조명, 
LED조명

Emerging Lighting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2009-2014) (신  
조명기술과 세계 시장(2009-2014년)) Markets and Markets 2009-11 PDF

42 122503 광통신 트랜시버, 
Transceiver Line-side 40 and 100G transponder cost and supplier analysis OVUM 2009-11 PPT

43 122459 광원 HB LED, 
고효율 LED

High Brightness Light Emitting Diodes (HB-LED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09-2015 (고휘도 LED 세계 시장 전망 분석 

2009-2015)
ECC(ElectroniCast) 2010-01 PDF

44 121310 광응용 광의료, 
레이저

Medical Laser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전세계 의료용 
레이저 기술  및 시장) BCC 2010-01 PDF

45 122504 광통신 FTTx FTTx market trends through analysis of optical components OVUM 2010-01 PPT

46 122505 광통신 ROADM, 
PLC switch Optical component ROADM survey results: 2Q09 OVUM 2010-01 PPT

47 121115 광원 HB LED, 
고효율 LED High-Brightness LED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0 strategies unlimited 2010-0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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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1116 광원
HB LED조명, 

고효율 
LED조명

The Market for High-Brightness LEDs In Lighting Application  
Analysis and Forecast 2010 strategies unlimited 2010-03 PDF

49 122244 광원 농생명, 
식물공장

Plant Factory Grow Lights and Controls Market Shares,  Strategies, 
and Forecasts, Worldwide, 2010 to 2016(세계 식물공장용 조명 및 

제어 시장 점유율 전망  2016)
WGR 2010-05 PDF

50 121819 광통신 광통신, 
예측편람 2010 광통신 관련 시장 총 조사(일본어판) FCR 2010-07 Print

51 122247 광원 LED조명, 
에너지효율

LED and Energy Efficient Lighting Worldwide Markets: Indoor,  
Outdoor, Residential, Commercial(세계 LED 및 에너지 효율 조명 

시장)
SBI 2010-08 PDF

52 122506 광통신 광통신시장 Optical components: market share by segment, 1Q10 OVUM 2010-08 PPT

53 122460 광통신 광통신 센서
네트워크

Fiber Optic Senso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09-2014) ECC(ElectroniCast) 2010-09 PDF

54 121312 광응용 광계측 Spectrometers And Spectrophoto/Fluorometers(분석기 및 
광도계/형광측정기) BCC 2010-08 PDF

55 122233 광통신 광통신
PlanarWaveguideCircuitsUsedinOpticalCommunicationsGlobalMarketF

orecast&Analysis2008-2013
(광통신(평면도파관회로)글로벌시장전망및분석)

CMC 2009-02 PDF

56 121311 광응용 광촉매 Photocatalysts:TechnologiesandGlobalMarkets 
(광촉매기술및시장동향) BBC 2010-06 PDF

57 122232 규격서 광통신 
부품/응용

텔코디아등규격서10종
(DINEN61300-2-10,61300-2-12,61300-2-37,61300-2-5,61300-2-4,6130
0-2-22,61300-2014,GenericRequirementsforOutdoorFiberDistributionH
ubs,GenericRequirementsforIndoorFiberDistributionHubs(FDHs),Generi

cRequirementsforBelow-GradeFiberDistributionHubs(FDHs))

텔코디아 2009-01
PDF
(일부
print)

58 121820 광원 LED 2011 LED 관련 시장 총조사 (상권) FCR 2011-01 Print

59 121821 광원 LED 2011 LED 관련 시장 총조사 (하권) FCR 2011-01 Print

60 121207 광원 미주시장 
LED조명시장

U.S. Solid-State (LED) Lighting Market Trends, Opportunities and  
R&D Activities 2009 - 2014 (미국의 고체 조명용 LED 시장 동향 및 

전망 2014)
FKU 2010-06 PDF

61 122241 광응용 광소재, LED Sapphire substrate Market 2010 Yole Development 2010-02 Print

62 121309 광원 LED조명 Market Research Report : Light-emitting Diodes for Lighting  
Applications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 시장) BBC Research 2010-01 PDF

63 122458 광원 LED
General Lighting LEDs Used in Solid-State General Lighting  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2015) (전세계 일반조명 
고체조명(SSL)용 LED 시장 분석 및 전망  2015)

ECC(ElectroniCast) 2009-12 PDF

64 122249 광원 LED DBR_Global LED Lighting_S1101_KC Displaybank 2011-01 PDF

65 122314 광원 LED LIGHT EMITTING DIODE (LED)_GAI Global Industry 
Analysts 2010-04 PDF

66 122239 광원 LED Plant Factory 2010~2016_WGR WinterGreen Research, 
Inc 2010 PDF

67 122461 광통신 광커넥터 
시장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0-12 PDF

68 122246 광통신 광통신 시장 Optical Communications Market Forecast Report and Database Light Counting 2010-07 PDF

69 121727 광통신 트랜시버, 
Transceiver 40/100 Gige Markets : 2010 and Beyond CIR 2010-01 Print

70 122248 광통신 트랜시버, 
Transceiver 10G/40G/100G Optical Transceivers(B) infonectics 2010-11 Print

71 122243 광통신 트랜시버, 
Transceiver The State of the Optical Transceiver industry Annual Report Light Counting 2010-05 Print

72 122256 광응용 레이저 2011 SPIE Photonics west Conference  
Proceedings(BIOS,LASE,MOEMS-MEMS,OPTO) SPIE 2011 CD-R

OM

73 122240 광원 LED Photonics : Status of the LED Industry Yole Development 2010-01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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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22255 광원 LED The World Market for LEDs-2011 Edition IMS 2011 Print

75 122252 광원 Package Roadway Lighting Package IES 2011 Print

76 122253 광원 Package Recommended Practies Package IES 2011 Print

77 122254 광원 Package Design Guide/Guideline Package IES 2011 Print

78 122463 광통신 광섬유융착
접속기

Fiber Optic Fusion Splicer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1~2016 (광섬유 융탁접속기 전세계 시장 전망 및 분석) ECC(ElectroniCast) 2011-07 PDF

79 122251 광응용 센서 Sensors Market to 2020-Rising Meed for Intelligent Sensors in  
Automotive and Consumer Electronics to Increase Demand GBI 2011-01 PDF

80 122257 광원 UV LED UV LED Market 2011 Yole Development 2011-03 PDF

81 121823 광통신 FTTX
2011 광통신 관련 시장 총조사 - 실용화가 시작된 100G 광통신, 
주목을 데이터 센터 광화문, 중국시장의  개황, 세계의 FTTx의 

동향을 철저히 조사(일본어판)
FCR 2011-6 Print

82 121313 광통신 광섬유센서 Fiber Optic Sensors : Global Markets (전세계 광섬유 센서 시장) BCC 2011-11 PDF

83 122242 광응용 레이저 The Worldwide Market for Lasers :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0 (세계 레이저 시장 전망) SUK 2010-04 Print

84 122250 광응용 재료 에너지 대형 2차 전지, 재료의 장래전망 2011 No.2 - 동력, 전력, 
저장 분석편 (일본어판) FKJ 2011-01 Print

85 122260 광응용 재료
Global and China Lithium Iron Phosphate (LiFePO4) Matherials and  
Battery Industry Report, 2010-2011 (인산철리튬 재료 및 전지산업 : 

전세계 및 중국)
RIC 2011-08 PDF

86 122462 광응용 도파로 Planar Waveguide Circuit Modules Global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0-2015) (전세계 평면 도파 회로의 시장 전망 2015) ECC(ElectroniCast) 2011-02 Print

87 122238 광응용 광의료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2010 :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rket (광결합 단층촬영법(OCT) 기술, 애플리케이션 시장 

전망 2010)
SUK 2010-01 Print

88 122245 광통신 ROADM ROADM Components - 2010 Edition (ROADM 컴포넌트 2010) IGI 2010-07 PDF

89 122258 광응용 레이저 Industrial Laser Quarterly Reports(1year/four issues) Optech consulting 2011-04 PDF

90 122262 광응용 레이저 Industrial Laser Quarterly Reports(1year/four issues) Optech consulting 2012-02 PDF

91 121822 광응용
렌즈, 

광학기기, 
광응용

2011 이메징 관련 시장 총조사 FCR 2011-04 PDF

92 121117 광원 HB LED, 
고효율 LED High-Brightness LED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0 strategies unlimited 2011-09 PDF

93 122315 광통신 광통신 센서
네트워크 FiberOpticSensors GIA 2010-10 PDF

94 115016 규격서 LED 2011년판 LED 핸드북(2권구매) 한국표준협회 2011-06 Print

95 115009 규격서 LED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1) 한국표준협회 2010-12 PDF

96 115010 규격서 LED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2) 한국표준협회 2010-12 PDF

97 115011 규격서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3) 한국표준협회 2010-12 PDF

98 115008 규격서 LED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4) 한국표준협회 2009-12 PDF

99 115019 규격서 LED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KS C 7655) 한국표준협회 2011-1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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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5012 규격서 LED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6) 한국표준협회 2010-12 PDF

101 115017 규격서 LED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KS C 7658) 한국표준협회 2011-08 PDF

102 115013 규격서 LED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9) 한국표준협회 2010-12 PDF

103 115014 규격서 LED LED 투광등기구(KS C 7712) 한국표준협회 2011-05 PDF

104 115015 규격서 LED LED 경관등(KS C 7713) 한국표준협회 2011-05 PDF

105 115018 규격서 LED LED 터널등기구(KS C 7716) 한국표준협회 2011-08 PDF

106 121118 광원 LED China LED Industry Midstream Packages Research Report 2011 Strategies Unlimited 2011-11 PDF

107 122261 광원 LED LED 조명 산업 분석 및 시장 전망 Display bank 2012-02 PDF

108 122464 광통신 광통신 Free Space Optics (Optical Wireless) Global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2011-2017 ECC(ElectroniCast) 2012-01 PDF

109 122259 광통신 광통신 Global and China Optical Fiber Preform Industry Report,  
2010-2011 Reserch in China 2011-07 PDF

110 122263 광원 OLED조명, 
디스플레이 OLED Lighting Market Forecast – Q2 2012 NanoMarkets 2012-03 PDF

111 122264 광원 OLED조명, 
디스플레이 OLED Lighting: Companies, Products and Strategies – 2012 NanoMarkets 2012-04 PDF

112 122465 광통신

Fiber-Optic 
Connector, 
Mechanical 

Splice

2012 Fiber-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2-06 PDF 

113 122511 광통신 OC OCForecastReport2012-17 OVUM 2012-01 PDF 

114 122269 광통신 ROADM ROADMComponentsReport(IssuedOctober2012) Infonetics 2012-10 PDF 

115 122271 광원 OLED OLEDforLighting Yole Development 2012-11 PDF 

116 122266 광원 LED Status of the LED Industry Yole Development 2012-08 PDF 

117 122267 광원 LED LED and the worldwide market for lighting fixtures CSIL 2012-09 PDF

118 122270 광원 LED TheLightingFixturesMarketintheMiddleEastandNorthAfrica CSIL 2012-11 PDF 

119 122268 광원 LED The world market for outdoor lighting fixtures CSIL 2012-09 PDF

120 121119 광원 LED TheWorldwideMarketforLEDsMarketReviewandForecast2012 Strategies Unlimited 2012-07 PDF 

121 122265 광응용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TechnologyMarketbyTypes(FiberLaser,CO2Laser,Solid-stateLaser,E
xcimerLaser,DyeLaser,DiodeLaser)andApplications-GlobalForecastandA

nalysis(2012-2017) 
MarketandMarkets 2012-08-01 PDF 

122 122316 광통신 FiberOpticSe
nsors FiberOpticSensors GIA 2013-02-01 　

123 122466 광통신 Circuit (PLC) 
Splitters

ElectroniCast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2-2017) ECC(ElectroniCast) 2013-05-01 　

124 122274 광통신

Military & 
Aerospace 

Fiber Optics 
Market

Military&AerospaceFiberOpticsMarketReportSeries:Vol.1-MarketforFib
erOpticsinMilitary&AerospaceAvionicSystems IGI group 2013-05-01 　

125 122275 광통신

Military & 
Aerospace 

Fiber Optics 
Market

Military & Aerospace Fiber Optics Market Report Series Vol.  2 - 
Fiber Optics Contacts in Military and Aerospace IGI group 2012-10-01 　

126 122277 광응용 Silicon 
Photonics

Silicon Photonics Market & Technologies 2011-2017: Big  
Investments, Small Business Yole Development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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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2276 광통신
Networking 

Ports 
Market

1G/10G/40G/100G Networking Ports Market Size and Forecasts infonetics 2013-04-01 　

128 122273 광원 OLED vs 
LED Lighting OLED vs LED Lighting 2013-2018(OLED 조명 및 LED 조명 시장) ID TECH 2013-02-01 　

129 114003-07 광응용 　 도시농업과 식물공장의 실태와 향후전망 산업경제리서치 2013-03-01 　

130 114003-08 광응용 　 스마트그리드 시장 기술 실태와 참여업체 동향 산업경제리서치 2013-03-01 　

131 114003-09 광응용 　 국내외 LED 조명/애플리케이션 산업현황과 비즈니스 전략 산업경제리서치 2013-04-01 　

132 122272 광통신 Optical 
Transceivers 10G/40G/100G optical transceivers infonetics 2013-04-01 　

133 121120 광응용 LED 
Luminaires LED Luminaires :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3 Strategies Unlimited 2013-04 　

134 122507 광통신 OC Forecast Total OC Forecast Spreadsheet 201217 OVUM 2012-07 　

135 122508 광통신 Silicon 
Photonics Silicon Photonics a Tale of Two Markets OVUM 2012-07 　

136 122509 광통신 Global ON Market Share 1Q13 Global ON OVUM 2013-05 　

137 122510 광통신 Global ON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1Q13 Global ON OVUM 2013-05 　

138 122511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2Q13 Global OC OVUM 2013-09 　

139 122512 광통신 Winning 
Metro 100G Winning Metro 100G OVUM 2013-09 　

140 122513 광통신 OC Forecast Total OC Forecast 2012–18 OVUM 2013-06 　

141 122515 광통신
Carrier 

Ethernet 
Equipment

Carrier Ethernet Equipment Forecast- 2011-16 - data pack OVUM 2011-10 　

142 122516 광통신 OC Forecast Datacom OC Forecast- 2012-18 OVUM 2013-06 　

143 122517 광통신 OC Forecast Datacom OC Forecast Spreadsheet- 2012-18 OVUM 2013-06 　

144 122518 광통신
Enterprise 
Ethernet 
Service

Enterprise Ethernet Service Forecast Spreadsheet- 2011-16 - data  
pack OVUM 2012-01 　

145 122519 광통신 OC Forecast FTTx OC Forecast- 2012-18 OVUM 2013-06 　

146 122520 광통신 OC Forecast FTTx OC Forecast Spreadsheet_ 2012–18 OVUM 2013-06 　

147 122521 광통신 LTE HSPA- and LTE Deployment Tracker- 2Q13 OVUM 2013-08 　

148 122522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Report- 3Q12 Global OC OVUM 2013-01 　

149 122523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Spreadsheet- 4Q12 and 2012 Global OC OVUM 2013-03 　

150 122524 광통신 Mobile Mobile Broadband Connections and Revenues Forecast- 2013-18 OVUM 2013-08 　

151 122525 광통신 Mobile Mobile Connections Forecast- 2013-18 OVUM 2013-08 　

152 122526 광통신 Mobile Mobile Network Sharing Deals Analyzer_ 2H12–1H13 OVUM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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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22527 광통신 Mobile Mobile Phone and Smartphone Forecast 2013–2017 OVUM 2013-05 　

154 122528 광통신 Mobile Mobile Regional and Country Forecast- 2013-18 OVUM 2013-08 　

155 122529 광통신 Mobile Mobile Technology Split Forecast- 2013-18 OVUM 2013-08 　

156 122530 광통신 Mobile Mobile Voice and Data Forecast- 2013-18 OVUM 2013-08 　

157 122531 광통신 On On Forecast Spreadsheet- 2012-18 OVUM 2013-04 　

158 122532 광통신 Telecom Telecom Equipment Capex and Revenue Highlights- 4Q12 OVUM 2013-04 　

159 122533 광통신 Telecom Telecoms Trends for 2013 OVUM 2012-10 　

160 122534 광통신 Telecom Telecoms Vendor Contract Database- April 2013 OVUM 2013-04 　

161 122535 광통신 Telecom Telecoms Vendor Contract Database_ July 2013 OVUM 2013-07 　

162 122536 광통신 OC Forecast Total Optical Components Forecast- 2012-18 OVUM 2013-06 　

163 122537 광통신 CyOptics Avago to acquire CyOptics for bigger piece of data center pie OVUM 2013-04 　

164 122538 광통신 photonics 
innovation Barrier lowered for photonics innovation OVUM 2012-02 　

165 122539 광통신 OC Forecast 40G and 100G OC Forecast- 2012-18 OVUM 2013-07 　

166 122540 광통신 OC Forecast 40G and 100G OC Forecast Spreadsheet- 2012-18 OVUM 2013-07 　

167 122541 광통신 China China Is Hotbed for OC Industry Change OVUM 2013-03 　

168 122542 광통신
Intel's 
silicon 

phtonics
CorningdevlopsnewfiberandconnectorforIntel'ssiliconphotonics OVUM 2013-09 　

169 122543 광통신 Optical Core Driving Innovation in the Optical Core, Part 1 OVUM 2013-04 　

170 122544 광통신 Optical Core Driving Innovation in the Optical Core, Part 2 OVUM 2013-09 　

171 122545 광통신 ECOC 201 ECOC 2013 Optical amplifers are hot again OVUM 1970-01 　

172 122546 광통신 OC II-VI Incorporated raises its OC profile with premium pump laser  
acquisition OVUM 2013-09 　

173 122547 광통신 Korea's PO Korea's PON equipment vendors are exporting, quietly OVUM 2013-08 　

174 122548 광통신
Radio 
Access 

Networks
Market Opportunity Radio Access Networks 2013 OVUM 2013-10 　

175 122549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2Q13 Global OC - Market rebounds strongly in 
2Q13;  Asia-Pacific hits all-time high; North America recovering OVUM 2013-08 　

176 122550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2Q13 Global OC - OC posted 2Q13 growth; postive  
outlook for 3Q13 OVUM 2013-09 　

177 122551 광통신

Mellanox 
joins big 
boys Intel 
and Cisco

Mellanox joins big boys Intel and Cisco with silicon photonics  
acquisitions OVUM 2013-06 　

178 122552 광통신 OC OC Profitability Small Suppliers Perform Better OVUM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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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22553 광통신 On On Forecast Report 2012-18 OVUM 2013-04 　

180 122554 광통신 PON PON for Mobile Backhaul OVUM 2013-08 　

181 122555 광통신 ECOC 2013 Short-reach optics assume a central at ECOC 2013 OVUM 2013-10 　

182 122556 광통신 Undersea 
networks Undersea networks enough Business to go around OVUM 2013-05 　

183 122557 광통신
Chinese 
optical 

transceiver
Watch these Chinese optical transceiver vendors OVUM 2013-05 　

184 122558 광통신 WDM WDM 2013 Optical transport for 'Anywhereization,' but who pays  
for it OVUM 2013-07 　

185 122559 광통신 LTE관련 LTE Deployments in Emerging Markets OVUM 2012-11-16 　

186 122560 광통신 LTE관련 The LTE1800 Opportunity OVUM 2013-03-20 　

187 122561 광통신 LTE관련 LTE Launch Case Study EE OVUM 2013-06-28 　

188 122562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onetizing High-Speed Fixed Broadband: Insights and Strategies OVUM 2012-02-20 　

189 122563 광통신 FTTX시장
현황 Integrated Next-Generation Broadband Investment Strategies OVUM 2012-03-31 　

190 122564 광통신 FTTX시장
현황 New Revenue Opportunities in Telecoms 2013-16 OVUM 2012-10-03 　

191 122565 광통신 FTTX시장
현황

TelecomVendors’EarningsandStrategy–2Q12Review&CY12Outlook   
On the Road to 2020 Network   Infrastructure OVUM 2012-11-01 　

192 122566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Report 3Q12 Global ON OVUM 2013-01-10 　

193 122567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Opportunity Analysis: Mobile Backhaul OVUM 2013-01-10 　

194 122568 광통신 FTTX시장
현황 Trends for 2013 Emerging Markets OVUM 2013-02-04 　

195 122569 광통신 FTTX시장
현황 Is FTTH necessary OVUM 2013-02-26 　

196 122570 광통신 FTTX시장
현황 OFCNFOEC 2013 Recap Market Poised for Expansion OVUM 2013-04-11 　

197 122571 광통신 FTTX시장
현황 Fixed Broadband Regional and Country Forecast- 2013-18 OVUM 2013-06-03 　

198 122572 광통신 FTTX시장
현황 The Next Billion Consumer Services OVUM 2013-06-11 　

199 122573 광통신 FTTX시장
현황 The Regulation of M2M Services OVUM 2013-06-24 　

200 122574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2Q13 Global OC OVUM 2013-06-28 　

201 122575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1Q13 Global OC OVUM 2013-06-28 　

202 122576 광통신 FTTX시장
현황 Consumer Tech Market A New Market Reality OVUM 2013-08-01 　

203 122577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Spreadsheet and Analysis- 2Q13 FTTx- DSL- and 
CMTS  -Revenues OVUM 2013-08-01 　

204 122578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Spreadsheet and Analysis- 2Q13 FTTx- DSL- and 
CMTS  -unit OVUM 2013-08-01 　

205 122579 광통신 FTTX시장
현황 PON for Mobile Backhaul OVUM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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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122580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2Q13 Global ON OVUM 2013-08-27 　

207 122581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Report 2Q13 FTTx, DSL, and CMTS OVUM 2013-08-30 　

208 122582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arket Share 2Q13 Global OC OVUM 2013-09-20 　

209 122583 광통신 FTTX시장
현황 Global Fixed Voice and Broadband Outlook 2013–18 OVUM 2013-10-10 　

210 122584 광통신 FTTX시장
현황 M2M Connections and Service Revenues Forecast- 2013-18 OVUM 2013-10-18 　

211 122585 광통신 FTTX시장
현황 Introduction to Silicon Photonics Markets and Technology OVUM 2013-10-28 　

212 122586 광통신 FTTX시장
현황 ON Forecast Report 2012–18 OVUM 2013-10-31 　

213 122587 광통신 FTTX시장
현황 2014 Trends to Watch Network Infrastructure OVUM 2013-11-01 　

214 122588 광통신 FTTX시장
현황 Broadband Performance Monitoring Schemes OVUM 2013-11-13 　

215 122589 광통신 FTTX시장
현황 FTTX_국가별현황 (50개국) OVUM 2013-10-21 　

216 122590 광통신 통신사 
마케팅 전략

글로벌통신사_마케팅전략(Deutsche Telekom, Telkom Indonesia, 
Huawei China,  Globe Telecom Philipine, TM Malaysia, Etisalat 

UAE, Orange Telecom France,  TDC Strategy, Saudi Telecom Saudi, 
Telefonica Brazil, ATT USA, France Telecom  France, Verizon USA, 

Telkom SA, Telecom Italia, Telstra Australian)

OVUM 2013-11-13 　

217 122278 광원 UV LED GlobalUVLEDMarket2012-2016  INF 2013-08-01 　

218 121121 광원 LED LED Replacement Lamps: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 2013  Strategies Unlimited 2013-06 　

219 121824 광응용 이메징 시장 2013이메징관련시장총조사  Fuji Chimera 2013-08-01 　

220 122467 광통신
Fiber Optic 

Fusion 
splice

Fiber Optic Fusion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ECC(ElectroniCast) 2013-03-01 　

221 121825 광통신 광통신 시장 2013광통신관련시장총조사 Fuji Chimera 2013-08-01 　

222 122468 광통신 Fiber Optic 
splice

2013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3-07-01 　

223 121728 광통신 Revenue 
Opportunities

Revenue Opportunities for Optical Interconnects: Market and  
Technology Forecast – 2013 to 2020 Vol I CIR 2013-09-01 　

224 122279 광통신
Specialty 
Optical 
Fibers

The Global Market for Specialty Optical Fibers Future markets inc. 2013-04-01 　

225 122280 광통신 ITU-T ITU-T, Recommand L53, 2003, Optical fiber cable maintenance  
critia for access networks ITU 2007-05-01 　

226 122281 광통신 ITU-T ITU-T, Recommand L66, 2.5MIF, Optical fiber cable mainterence  
critia for in service fiber testing in the access networks ITU 2007-05-01 　

227 122282 광원 OLED OLED Lighting Opportunities 2013-2023_  
Forecasts_Technologies_Players OLED조명 시장의 비지니스 기회 ID TECH 2013-04-01 　

228 122591 광통신 광케이블 The Regulation of Cable Broadband Providers OVUM 2013-07-10 　

229 122592 광통신 광케이블 Expanding into the Enterprise US Cable Companies Get Down to  
Business OVUM 2013-11-28 　

230 122283 광원 LED Status of the LED Industry Yole Development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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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122593 광통신 OC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4Q13 and 2013 Global OC OVUM 2014-04-07 　

232 122594 광통신 ROADM OnceElusive ROADM Now in Sight OVUM 2011-12-12 　

233 122595 광통신 OC 2014 Trends to  Watch: Components OVUM 2013-12-20 　

234 122284 광통신 Transceivers 10G/40G/100G optical transceivers 2014 edition Infornetics 2014-04-09 14년

235 122285 광통신 Wireless 
and Data Wireless and Data Center Optics Will Lead Market Growth in 2014 Light Counting 2014-04 14년

236 122469 광통신 Fusion 
Splice

Fiber Optic Fusion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4) ECC(ElectroniCast) 2014-02-14 14년

237 122470 광통신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ECC(ElectroniCast) 2014-02-19 14년

238 122286 광원 Smart 
Lighting Smart Lighting Markets 2014 : V1. Market Drivers and Forecasts NanoMarkets 2014-05-14 　

239 122287 광원 Smart 
Lighting

Smart Lighting Markets 2014 : V2. Products, Companies and  
Technologies NanoMarkets 2014-05-14 　

240 114003-10 광응용 의료기기 광기반 의료기기와 세부 의료기기  시장의 기술분석 및 업체동향 좋은정보사 2014-01-22 　

241 114003-11 광응용 모바일 2014 차세대 모바일 산업 동향과  유망 기업/기술 현황 KIMR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2014-03-20 　

242 121122 광응용 Lasers 
Market

The Worldwide Market for Lasers –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4 Strategies Unlimited 2014-01 　

243 121123 광원 LEDs Market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4 Strategies Unlimited 2014-03 　

244 122596 광통신 Data center Data center move is an opportunity for service providers OVUM 2014-06-26 　

245 122597 광통신 Equipment 
vendors Equipment vendors gain as MSOs respond to Google Fiber OVUM 2014-07-02 　

246 122598 광통신 Data Center Global Data Center Analyzer 1H14 OVUM 2014-07-01 　

247 122599 광통신 LTE-Capable LTE-Capable Carrier Ethernet Backhaul OVUM 2012-12-04 　

248 122600 광통신 Radio 
Access Market Opportunity Radio Access Networks 2014 OVUM 2014-07-08 　

249 122601 광통신 FTTx, DSL, 
and CMTS Market Share Report 1Q14 FTTx, DSL, and CMTS OVUM 2014-06-09 　

250 122602 광통신
SP 

Switching & 
Routing

Market Share Report 1Q14 SP Switching & Routing OVUM 2014-05-28 　

251 122603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Report 3Q13 Global OC OVUM 2013-12-19 　

252 122604 광통신 Global ON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1Q14 Global ON OVUM 2014-05-01 　

253 122605 광통신 Global OC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1Q14 Global Optical  
Components OVUM 2014-06-01 　

254 122606 광통신
SP 

Switching & 
Routing

Market Share Spreadsheet 1Q14 SP Switching & Routing EMEA  
and AP Subregional OVUM 2014-05-01 　

255 122607 광통신 Network Network Is Next Puzzle Piece for Cloud Services OVUM 2014-03-30 　

256 122608 광통신 Global ON ON Forecast Report 2013-19 OVUM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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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122609 광통신 Global ON ONForecastSpreadsheet2013-19 OVUM 2014-05-20 　

258 122610 광통신 cPacket On the Radar cPacket OVUM 2014-05-09 　

259 122611 광통신 Mellanox On the Radar Mellanox OVUM 2014-05-13 　

260 122612 광통신 OFC 2014 Optical Communications Industry Shows Big Progress at OFC 2014 OVUM 2014-04-06 　

261 122613 광통신 Transport Optical Transport Beyond 100G OVUM 2013-10-08 　

262 122614 광통신 PON PON optical component outlook rosier than expected OVUM 2014-05-02 　

263 122615 광통신 Infrastructure Seamless Evolution from Copper to Optical Infrastructure OVUM 2011-07-06 　

264 122616 광통신 SDN Transport SDN from the OIF’s perspective OVUM 2013-10-09 　

265 122288 광통신 MEMS Emerging MEMS 2013 Yole Development 2013-10-01 　

266 122289 광응용 sapphire Sapphire substrate market Yole Development 2013-10-01 　

267 122290 광원 LED LED Packaging Yole Development 2013-10-01 　

268 114003-12 광원 ESS ‘ESS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과 키플레이어사업전략‘ 보고서 이슈퀘스트 41821 　

269 121826 광응용 광소재 2014이메징관련시장총조사 FCR 2014-07-00 　

270 122471 광응용 색분산 세계의 색분산 보상기 필터 모듈 시장 분석 및 예측(Chromatic 
Dispersion Compensation  Filter Modules: Global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3-06-00 　

271 122472 광통신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2014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4-09-00 　

272 122473 광통신 광통신 40/100GbE MPO Fiber Optic Connectors- North American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4-08-00 　

273 122291 광통신 광통신 10G/40G/100G optical transceivers 2014 edition Infornetics 41940 　

274 122292 광통신 광통신 Small Cell Mobile Backhaul Equipment Market Share and Forecasts Infornetics 41814 　

275 122293 광원 OLED OLED Display Forecasts 2014-2024: The Rise of Plastic and  
Flexible Displays IDTech EX 2014-07-00 　

276 121124 광원 LED The Worldwide Market for LED Modules Strategies Unlimited 2014-06 　

277 122294 광응용 Printer Forecast Printers, Copiers and MFPs, Worldwide, 2012-2018, 3Q14  
Update gartner 2014-09-15 　

278 122295 광응용 Printer Market Share Analysis Printers, Copiers and MFPs, Worldwide,  
2013 gartner 2014-04-18 　

279 121125 광원 Lighting Global Luminaires : Lighting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4 Strategies Unlimited 2014-12 　

280 122296 광원 UV LED UV LEDs : Technology,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 Trends Yole Development 2014-12-19 PDF

281 121410 광원 LED Assessment of the  Middle East LED Lighting Market Frost &  Sullivan 2013-10 PDF

282 122297 광원 Lighting Lighting Hand Book  10th edition IES 2011-07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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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121126 광원 LED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5 Strategies  Unlimited 2015-03 PDF

284 121729 광통신 Optical  
Interconnects

Markets for On-Chip  and Chip-to-Chip Optical Interconnects - 
2015 to 2024 CIR 2015-02 PDF

285 122298 규격서 GR3173
GR3173:Generic  Requirements for Hybrid Optical and Electrical 

Cables for Use in Wireless  Outdoor Fiber To The Antenna (FTTA) 
Applications

Telcodia 2014-02 PDF

286-
1 122474-1 광통신 Fiber Optic 

Sensors
Fiber Optic Sensors  Market Forecast & Analysis February 

2015_PART A ECC(ElectroniCast) 2015-02 PDF

286-
2 122474-2 광통신 Fiber Optic 

Sensors
Fiber Optic Sensors  Market Forecast & Analysis February 

2015_PART B ECC(ElectroniCast) 2015-02 PDF

286-
3 122474-3 광통신 Fiber Optic 

Sensors
Fiber Optic Sensors  Market Forecast & Analysis February 

2015_PART C ECC(ElectroniCast) 2015-02 PDF

287 122475 광통신 Fiber Optic  
Connector

40/100GbE MPO Fiber  Optic Connectors- North American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4-08 PDF

288 122476 광통신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Global Market Forecast ECC(ElectroniCast) 2015-02 PDF

289 122299 광통신
Passive 
Optical  

Components

Passive Optical  Components Market -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4 - 2020 Transparency 2014-07 PDF

290 122701 광원 OLED Global OLED Display  Market 2015-2019 INF 2013-11 PDF

291 122702 광응용 Cover Glass Touch Panel Report  - Cover Glass for Touch Panel - 2015 IHS 2015-05 PDF

292 116142 광응용 모바일 차세대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및  산업전망 Ⅰ -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014-03 Print

293 116143 광응용 스마트 
자동차

차세대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및  산업전망 Ⅱ -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014-04 Print

294 116144 광응용 바이오 의료 차세대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및  산업전망 Ⅲ - 바이오 의료 분야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014-04 Print

295 116145 광응용 IoT 사물인터넷(IoT) 구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 센서 개발과 적용기술 - 
환경센서, MEMS 음향센서, 관성센서, 적외선센서, 생체감지센서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014-10 Print

296 116146 광응용 3D printing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기술 및 응용분야 개발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015-03 Print

297 121127 광원
Connected 

Lamps  
Market

The Market for  Connected A and Reflector LED Lamp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5 Strategies  Unlimited 2015-10 PDF

298 121128 광원 LEDs Market LEDs in Lighting  Applications: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 
2015 Strategies  Unlimited 2015-11 PDF

299 121730 광통신
Active  
Optical 
Cable

Active Optical  Cable Markets 2015 Volume One Data Center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Markets CIR 2015-10 PDF

300 121208 광통신 광통신 시장 2015 광통신 관련 시장 총조사 Fuji Chimera 2015-10 PDF

301 121209 광원 LED 시장 2015 LED 관련 시장 총조사 Fuji Chimera 2015-11 PDF

302 122477 광통신 Fiber Optic  
Component

Fiber Optic  Component Attenuators Global Market Forecast 
2015-2020 ElectroniCast 2015-05 PDF

303 122478 광통신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Market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ElectroniCast 2015-11 PDF

304 122703 광원

Global 
automotive  
OE lighting 

market

Global automotive  OE lighting market- forecasts to 2029 Aroq Ltd 2015-0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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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121210 광응용 이메징 시장 2016 이메징&센서 관련  시장 총조사 Fuji Chimera 2016-01 PDF

306 122704 광원
Automotive 

Lighting  
Market

Automotive Lighting  Market - Industry Trends & Forecast to 
2020 MarketsandMarkets 2016-02 PDF

307 122705 광응용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 Technology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0 MarketsandMarkets 2016-02 PDF

308 122706 광응용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 Technology  Market - Analysis & Forecast (2016-2022) MarketsandMarkets 2016-04 PDF

309 122707 광원
Lighting 

Market for  
Automotive

Lighting Market for  Automotive - Forecast to 2021 MarketsandMarkets 2016-04 PDF

310 122708 광원 LED Lighting 
Market Global LED  Industrial Lighting Market 2016-2020 Technavio 2016-06 PDF

311 121129 광원 LED Market 
Forecast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6 Strategies Unlimited 2016-06 PDF

312 122709 광원 OLED 
Market OLED technology  strategy market report 2016 IHS 2016-06 PDF

313 122617 광통신 Optical 
Transceiver Intra–Data Center  Optical Transceiver Forecast: 2016–21  Ovum 2016년 PDF

314 122618 광통신 Optical 
Components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2Q16 Optical Components  Ovum 2016년 PDF

315 122619 광통신 Data Center  
Interconnect Data Center  Interconnect Forecast: 2015–20  Ovum 2016년 PDF

316 122620 광통신 OCFTTx OC FTTx Forecast  Spreadsheet: 2015–21  Ovum 2016년 PDF

317 122621 광통신 OCForecast TotalOCForecastSpreadsheet:2014–20  Ovum 2015년 PDF

318 122622 광통신  Optical 
Components 2016TrendstoWatch:OpticalComponents  Ovum 2016년 PDF

319 122623 광통신
40G, 100G, 
and 200G  

OC
40G,100G,and200GOCForecastSpreadsheet:2015–21  Ovum 2016년 PDF

320 116147 광융합
Comprehens

ive  
Microsystems

Comprehensive  Microsystems(저자: Yogesh B. Gianchandani) Elsevier Science 2007-12-19 PDF

321 116148 광융합 생체인식 생체인식기술, 시장동향과 참여업체  사업전략 임팩트 2014-10-10 프린트

322 116149 광융합 바이오 
생체인식 바이오(생체)인식 적용기술 및  상용화 방안 한국미래기술연구원 2015-8-10 프린트

323 116150 광융합 생체인식 
솔루션 분야별 생체인식 솔루션가 적용기술 한국미래기술연구원 2014-10-06 프린트

324 116151 광융합 레이저 광역학적 암치료와 레이저의 응용  (저자 : 임현수) 궁미디아 2010-09-08 프린트

325 121130 광응용 Lasers The Worldwide  Market for Laser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6 Strategies  Unlimited 2016-2-1 PDF

326 122710 광원 Smart 
Lighting

Smart Lighting and  Control Systems Market –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6-2024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16-12-1 PDF

327 122479 광통신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5-2020 ElectroniCast 2016-09-0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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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122711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s

Optical  Communications Market Forecast: Demand for Optics Will 
Remain Strong in  2016-2021, Despite Lower Growth in 

Infrastructure Spending
LightCounting 2016-4-1 PDF

329 122712 광통신 HDMI Global HDMI and  DisplayPort Market 2016-2020 Technavio(Infiniti  
Research Ltd.) 2016-8-17 PDF

330 122480 광응용 Lens Fiber Optic  Communications Collimator Lens Assemblies Global 
Market Forecast 2015-2021 ElectroniCast 2016-04-01 PDF

331 116152 광융합  3D 프린팅 의료산업용 바이오 3D 프린팅  개발과 적용기술 세미나 한국미래기술연구원 2016-9-2 프린트

332 116153 광융합 의료/바이오 의료/바이오 산업을 위한 첨단 소재  및 부품개발기술 한국미래기술연구원 2016-9-2 프린트

333 116154 광융합 3D 바이오 
프린팅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기술과 산업  적용 한국미래기술연구원 2016-9-2 프린트

334 122713 광원  조명 시장 2016년판 조명 시장의 전망과  사업 전략 Yano 2016-2-1 PDF+
프린트

335 122714 규격서 GR-1435-CO
RE

Generic  Requirements for Multi-Fiber Optical Connectors 
(GR-1435-CORE) Telcordia 2008-5-1 PDF

336 122901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6 November CRU 2016-11-1 PDF

337 122624 광통신 OCForecast TotalOCForecastSpreadsheet:2015–21 Ovum 2016-11-24 엑셀

338 122625 광통신 Optical 
Components Market Share  Spreadsheet & Analysis: 3Q16 Optical Components Ovum 2016-12-14 PDF, 

엑셀

339 122902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6 November CRU 2017-1-13 PDF, 

엑셀

340 122626 광통신 Optical 
Networks Optical Networks  Forecast Spreadsheet: 2016–21 Ovum 2017-1-3 엑셀

341 122627 광통신 ON Global Market Share  Spreadsheet: 3Q16 ON Global Ovum 2016-12-3 엑셀

342 122715 광원
OLED 

lighting  
Opportunities

OLED lingting  Opportunities 2016-2026 : Forecasts, Technologies, 
Players IDTechEx 2016-2-1 PDF+

프린트

343 122903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7 March CRU 2017-3-10 PDF, 

엑셀

344 121314 광응용
OPTICAL 

TEST  
EQUIPMENT

OPTICAL TEST  EQUIPMENT GLOBAL MARKETS BBC Research 2016-3-2 PDF

345 121131 광원 LEDs Market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7 Strategies Unlimited 2017-5-12 PDF, 

엑셀

346 121132 광원 LED 조명 Global Luminaires -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7 Strategies Unlimited 2017-6-14 PDF

347 122716 광융합 Automotive 
Lighting

Automotive Lighting  Market - Industry Trends & Forecast to 
2022 markets&markets 2017-6-14 PDF

348 122717 광융합 디지털 
사이니지 2017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현상과 전망 야노경제연구소 2017-5-26 PDF

349 122904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FibreandCableMonitor2017May CRU 2017-5-15 PDF, 

엑셀

350 122905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7 July CRU 2017-7-14 PDF, 

엑셀

351 122906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7 September CRU 2017-9-8 PDF, 

엑셀

352 122718 광원 AI, 로봇, 
3D프린터 인공지능(AI),로봇,3D프린터기술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7-8-1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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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122481 광통신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Fiber Optic  Connector & Mechanical Splice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6-2026 ElectroniCast 2017-10-1 PDF, 

엑셀

354 122719 광원 LED산업분석 
보고서 LED산업분석보고서2018 비피기술거래 2017-7-1 프린트

355 122720 광원

그린리
모델링 

에너지건자
재 조명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기술 동향분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건자재 
조명

R&D정보센터지식산업
정보원 2017-8-1 프린트

356 121211 광원 2017 
LED시장 2017LED관련시장총조사 Fuji Chimera 2017-1-1 PDF+

프린트

357 122721 광원
OLED 

lighting  
Opportunities

OLED Lighting  Opportunities 2017-2027: Forecasts, Technologies, 
Players idtechex 2017-3-1 PDF

358 122722 광원
2017년 

조명시장 
전망

2017년판조명시장의전망과사업전략 yano 2017-5-1 PDF

359 121133 광원
LEDs in 
Lighting  

Applications
LEDsinLightingApplications:MarketAnalysisandForecast–2017 Strategies Unlimited 2017-4-1 PDF, 

엑셀

360 121212 광통신 2017 
광통신시장 2017광통신관련시장총조사 Fuji Chimera 2017-7-1 PDF+

프린트

361 122723 광통신 Optical Fiber  
Sensors Optical Fiber  Sensors: Advance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CRC Press 2015-3-1 프린트

362 122724 광정밀기
기

Global RGB 
Laser  

Modules 
Market

Global RGB Laser  Modules Market Research Report 2017 QYR Research 2017-6-1 PDF

363 122725 광소재 3D Sensors 
Market

3D Sensors Market  by Type (Image, Position, Accelerometer, 
Acoustic), Technology (Stereo  Vision, Structured Light, 

Time-of-Flight, Ultrasound), Application, and  Geography - Global 
Trend & Forecast to 2022

Markets and Markets 2016-7-1 PDF

364 122726 광통신
High-speed 

ethernet  
optics

High-speed ethernet  optics LightCounting 2017-7-1 PDF, 
엑셀

365 122727 광원 마이크로LED 
시장 마이크로LED시장의현상과장래전망(한국어판) yano 2017-8-1 PDF

366 122728 광융합
 스마트시티
(Smart City)

4차산업혁명의플랫폼인스마트시티 (SmartCity)관련비즈니스
현황과향후전망

IRSGlobal 2017-4-1 프린트

367 122729 광융합
 스마트시티
(Smart City) 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플랫폼,스마트시티기술개발동향과사업전망 이슈퀘스트 2017-6-1 프린트

368 122730 광융합
 스마트시티
(Smart City) 4차산업혁명주요핵심기술동향과스마트시티팩토리산업실태분석 지식산업정보원 2017-7-1 프린트

369 122907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FibreandCableMonitor2017  November CRU 2017-11-13 PDF, 

엑셀

370 122628 광통신
Datacom 
Optical  

Components
Datacom Optical  Components Forecast Spreadsheet 2016-22 OVUM 2017-11-1 PDF

371 122629 광통신
2Q17 

Optical  
Components

Market Share  Spreadsheet Analysis 2Q17 Optical Components OVUM 2017-9-1 엑셀

372 122630 광통신

Optical 
component  
FTTx PON 

market

Optical component  FTTx PON market forecast to reach new 
heights OVUM 2017-8-21 엑셀

373 122631 광통신 2Q17ONGlo
bal Market Share  Report: 2Q17 ON Global OVUM 2017-9-28 PDF

374 122908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January CRU 2018-1-12 PDF, 

엑셀

375 122909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March CRU 2018-3-9 PDF, 

엑셀

376 121134 광원 LEDsMarket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8 Strategies Unlimited 2018-4-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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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121135 광정밀 Lasers 
Market

The Worldwide  Market for Laser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7-2023 Strategies Unlimited 2018-4-1 PDF, 

엑셀

378 121213 광응용
이미징 & 
센서 관련 

시장
2018 이미징 & 센서  관련 시장 총조사 Fuji Chimera 2017-12 프린트

, CD

379 122482 광정밀 Fiber Optic 
Sensors FiberOpticSensorsGlobalMarketForecast&Analysis2016-2026 ElectroniCast 2017-05 PDF

380 122910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May CRU 2018-5-18 PDF, 

엑셀

381 122731 광원 OLE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바이스 시대에 대응하는  OLED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동향 및 시장 전망 DACO intelligence 2018-02-06 책자

382 122732 광원 플렉시블 
OLED

Micro-LED,플렉시블  OLED/퀀텀닷 및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신기술/시장분석 지식산업정보원 2017-11-26 책자

383 122911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July CRU 2018-7-13 PDF, 

엑셀

384 122733 광통신 OpticalFiber
Market

World Optical Fiber  Market - Opportunities and Forecasts, 
2017-2023 

Allied Market 
Research 2018-9-1 PDF

385 121315 광융합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Global Market to 2022 BCC Research 2018-2-1 PDF

386 121731 광통신

Current and 
Future  

Markets for 
PON, the 

Evolution to 
NG-PON 

Technology

Current and Future  Markets for PON, the Evolution to NG-PON 
Technology: 2017-2026 CIR 2017-10-11 PDF

387 122483 광원

OLED 
Lighting  
Global 
Market

OLED Lighting  Global Market Forecast 2017-2027 ElectroniCast 2018-5-1 PDF

388 121214 광원
LED LD 

관련 시장 
총조사

2018 LED / LD 관련 시장  총 조사 Fuji Chimera 2018-7-10
프린트
, CD, 
pdf

389 122734 광융합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성장동력 하이브리드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과 핵심 
기술개발전략 KIB 2018-2-19 책자

390 122735 광원 LED산업 
동향 유망기술 주력산업  LED산업(소재,장비) 시장 동향과 전망 (2018) KIB 2018-1-8 책자

391 122736 광융합

Global Data 
Center  

Colocation 
Market

Global Data Center  Colocation Market - Forecasts from 2018 to 
2023 

Knowledge Sourcing 
Intelligence 2017-6-1 PDF

392 122737 광통신
High-speed 

ethernet  
optic

High-Speed Ethernet  Optics Lightcounting 2018-3-1 PDF, 
엑셀

393 122738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Market

Optical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Market by Component 
(Fiber, Transceiver,  Amplifier, Switch, Splitter, Circulator), 

Technology (WDM, SONET, and Fiber  Channel), Application 
(Telecom, Data Center, and Enterprise)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 and Markets 2017-10-1 PDF

394 122739 광통신
Optical 
Switches  
Market

Optical Switches  Market - Segmented by Type (All Optical Switch 
and electro Optical Switch),  Application (Optical Switching, Fiber 
Restoration and Optic, Component  Testing, Optical Add - Drop 

Multiplexing, Signal Monitoring, Optical Cross -  Connects, 
Network Monitors, and External Modulators), Technology 

(Mechanical  Optical Switch, Micro Electronics Mechanical Switch, 
Liquid Crystal Optical  Switch, Bubble Switch, Thermal Optical 
Switch, and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s Switch), and 

Geography -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8-2023) 

Mordor Intelligence 2018-4-1 PDF

395 122740 광통신

Global Fiber 
Optic  

Cable Sales 
Marke

Global Fiber Optic  Cable Sales Market Report 2018 QYResearch 2018-9-1 PDF

396 122741 광원

Automotive 
LED  

Lighting 
Market

Global Automotive  LED Lighting Market Research Report 2018 QYResearch 2018-9-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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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122742 광정밀

Laser 
Processing  
Equipment 
Industry

Global and China  Laser Processing Equipment Industry Report, 
2017-2021 ResearchInChina 2018-4-1 PDF

398 122743 광통신
Optical Fiber 
to  2025 by 

Types

Optical Fiber to  2025 by Types (Step Indexed Optical Fiber and 
Graded Indexed Optical Fiber),  and End-users (Broadcast, 

Telecommunication & IT, Industrial, Medical,  Defense and Others) 
– Global Analysis and Forecast Optical Fiber Market to  2025 - 

Global Analysis and Forecasts by Types and End-user 

The Insight Partners 2017-2-1 PDF

399 122744 광원 조명시장 
전망 2017년판 조명 시장의 전망과  사업 전략 Yano 2018-1-1 PDF

400 122745 광융합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과 서비스 개발 
실태와 전략 데이코산업연구소 2018-4-18 책자

401 122746 광융합
ICT융복합 
하이테크 

산업

4차 산업 혁명 시대, ICT  융복합 하이테크 섬유·의류 산업의 분야별 
기술 및 시장 전망 미래산업리서치 2018-1-11 책자

402 122747 광응용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보고서  (2017) 비티타임즈 2017-10-16 책자

403 122748 광원 LED산업분석 LED 산업분석보고서  (2018) 비피기술거래 2017-7-28 책자

404 122749 광원 스마트
그리드 그린 비즈니스 스마트그리드,  그린건물, LED조명 비피기술거래 2017-1-1 책자

405 122912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September CRU 2018-9-14 PDF, 

엑셀

406 122750 광통신
Quarterly 
Market  
UPDATE

September 2018  Quarterly Market Update Report LIGHTCOUNTING 2018-9-1 PDF

407 122484 광정밀
기기

Fiber Optic 
Sensors Fiber Optic Senso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7-2027 ElectroniCast 2018-6-26 PDF

408 122751 광소재, 
광학

Infrared 
Imaging  

Market by 
Technology 

& 
Wavelength

InfraredImagingMarketbyTechnology&Wavelength-GlobalForecast
2023  Market and Markets 2018-3-1 PDF

409 122752 LED SmartLightin
gMarket SmartLightingMarketbyApplication&Geography-GlobalForecast2023  Market and Markets 2018-2-1 PDF

410 122753 광정밀
기기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TechnologyMarketbyType&Application-GlobalForecast2022  Market and Markets 2017-5-1 PDF

411 122913 광통신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8 September CRU 2018-11-20 PDF, 

엑셀

412 122754 광정밀
기기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 Technology  Market by Type & Application - Global 
Forecast 2024 MarketsandMarkets 2018-11-1 PDF

413 122755 광통신
Global 

Photodiode  
Sensor

Global Photodiode  Sensor Market TransparencyMarket
Research 2018-5-1 PDF

414 122756 광통신

Global 
optical  

Transceivers 
Market

Global optical  Transceivers Market, Drivers, Restraints, 
Opportunities, Trends, and  Forecasts up to 2024 Infoholic research LLP 2018-4-1 PDF

415 122485 광통신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Splitters -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ElectroniCast 2018-3-1 PDF

416 122757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Optical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Marketby Component 
(Fiber, Transceiver,  Amplifier, Switch, Splitter, Circulator)

Marketsand
Markets 2017-10-1 PDF

417 122758 광통신 Ethernet 
Optics High-Speed Ethernet  Optics Lightcounting 2018-9-1 PDF

418 122759 광통신

Transceiver 
and  

System 
Design

Transceiver and  System Design for Digital Communications Scott R. Bullock 2017-10-1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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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122760 광통신 Transceiver 
Systems Signal Processing  and Optimization for Transceiver Systems Cambridge 2010-4-1 책자

420 122761 광정밀기
기

LiDAR 
Market Autonomous Driving  LiDAR Market 2018 to 2030 M14 Intelligence 

Research Pvt. Ltd.
2018-09-01 PDF

421 122762 광정밀기
기

LiDAR 
Market

LiDARMarket-SegmentedbyComponent(GPS,LaserScanners,InertialMea
surementUnits),Product(AerialLiDAR,Ground-basedLiDAR),End-userInd

ustry,andGeography–Growth,TrendsandForecasts(2018-2023)
Mordor Intelligence 2018-02-01 PDF

422 122763 광정밀기
기

LiDAR 
Market

LiDAR Market by  Type (Mechanical LiDAR and Solid-State LiDAR), 
Installation (Airborne and  Ground-Based), Application (Corridor 

Mapping, ADAS & Driverless Car, and  Engineering), Range, 
Component, Service,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 and Markets 2018-05-01 PDF

423 122764 광정밀
기기

LiDAR 
Market SANS 1795-0 ~  1795-5 SABS 2013-06-01 PDF

424 121137 LED LED Market 
Forecast  Global Luminaires -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8 Strategies Unlimited 2018-10-01 PDF

425 122914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9 January CRU 2019-01-11 PDF, 
엑셀

426 122765

광원, 
광정밀
기기, 

광소재 등

photonics 
market photonic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2 markets and markets 2017-11-01 PDF

427 122915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19 March CRU 2019-03-08 PDF

428 122766 광통신
2019 

Quarterly  
Market

March 2019  Quarterly Market Update Report Lightcounting 2019-03-22 PPT, 
엑셀

429 122767

광원, 
광정밀
기기, 

광소재 등

photonics 
market photonic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 and markets 2019-4-9 PDF

430 122768 광원

Global OLED  
Lighting 
Panel 
Market

Global OLED  Lighting Panel Market Research Report 2019 : TOC QYResearch 2019-03 PDF

431 122769 광원

Global 
Automotive  

OLED 
Lighting 
Market

Global Automotive  OLED Lighting Market 2019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4 QYResearch 2019-01 PDF

432 122770 광원 OLED조명 OLED 조명의  기회(2017-2027년): 예측, 기술, 기업 IDTechEx Ltd. 2018-01 PDF

433 122486 광원 세계OLED조
명시장

세계의 OLED조명시장(OLED  Lighting Global Market Forecast 
2017-2027) ElectroniCast 2018-05 PDF

434 122916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20 May CRU 2019-05-10 PDF, 
엑셀

435 122487 광학기기 FiberOpticC
onnectors

Inspection Probe,  Scope and Cleaner for Fiber Optic Connecto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8-2028 ECC 2019-06-10

PDF, 
엑셀, 
PPT

436 122771 광응용
Mobile 
phone  

platform
2nd half 2018 Mobile Phone Platform Market & Development TSR 2018-12 PDF, 

엑셀

437 122772 LED Photonics 
Market Photonic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2 Markets and Markets 2017-11 PDF

438 122773 광산업 
전반

 United 
States 

hazardous 
Location 
lighting   
Market

2018-2025 United States hazardous Location lighting Market  
Report LPI 2019-02 PDF

439 122917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20 July CRU 2019-07-22 PDF,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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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122488 광정밀
기기

Fiber Optic 
Sensors

Fiber Optic Sensors  Global Market Forecast & Analysis 
2018-2028 ElectroniCast 2019-07 PDF, 

엑셀

441 121215 광통신 2019 광통신 
시장 2019 광통신 관련 시장 총 조사 Fuji Chimera 2019-08 책자,P

DF 

442 121216 광정밀, 
광소재

2019 이미징 
& 센싱시장 2019이미징&센싱관련시장총조사 Fuji Chimera 2019-07 책자, 

PDF

443 121138 광원 LED Market 
Forecast

The Worldwide  Market for LEDs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19 Strategies Unlimited 2019-07 PDF

444 122774 광학기기 Automotive 
Camera Automotive Camera  Market Analysis 2018-2019 TSR 2018-11 PDF, 

엑셀

445 122918 광통신

Optical  
Communicat

ion and 
Networking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20 September CRU 2019-09-13 PDF, 
엑셀

446 122775 광통신 Optical 
Transceiver Global Optical  Transceiver Market 2018-2022 Technavio 2018-01-01 PDF

447 122776 광통신
FiberOpticC
onnectorMar

ket 

Global MPO Fiber  Optic Connector Market 2018-Industry 
Research Report, Key Players, Analysis,  Segmentation and 

Forecast to 2023
QYResearch 2019-10-01 PDF

448 122777 광통신
InGaAs PIN  
Photodiode 

Marke

InGaAs PIN  Photodiode Market Insights By 2025 - by Segment 
(High Speed InGaAs, Large  Active Area Photodiode, Segmented 
InGaAs Photodiode), by Market (Optical  Communications, Physics 
and Chemistry Measurement, Other), by Company  (Hamamatsu 

Photonics, OSI Optoelectronics, Cosemi Technologies)

Market Growth  
Insight 2018-11-01 PDF

449 122778 광통신
Global APD  
Avalanche 
Photodiode

Global APD  Avalanche Photodiode Market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3 release date 

:2018 July
GIR 2018-07-01 PDF

450 122779 광ict fiberopticsen
sor

Distributed Fiber  Optic Sensor Market Analysis and Segment 
Forecast to 2025 Grand View  Research 2019-07-01 PDF

451 122780 광융합
조명 uv-sensors Global-UV-Sensors-Market-Growth-2020-2025 QYR Research 2020-01-01 PDF

452 122781 광ict 5gtechnolog
y 5G Technology,  Market and Forecast 2019-2029 IDTechEx 2019-05-01 PDF

453 122782 광ict Silicon 
Photonics Silicon Photonic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markets and  markets 2018-02-01 PDF

454 122783 광ict Optical 
Transceiver

Optical Transceiver  Market with Trends, Analysis by Regions, 
Type, Application and Top Players -  Global Forecast to 2027 Crystal Market 2020-03-01 PDF

455 122784 광ict Avalanche 
Photodiode

Avalanche  Photodiode(APD) Market by Type by Application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9-2026

Allied Market  
Research(AMR)

2020-03-01 PDF

456 122785 광융합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유형별추진현황과기술동향
(인프라구축/플랫폼중심/혁신공간창출) 지식산업정보원 2020-01-01 PDF

457 122786 광융합
정밀

Laser 
Technology  

Market
LASER TECHNOLOGY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s and Markets 2018-02-01 PDF

458 122919 광ict
Optical 

Fibre and  
Cable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CRU 분기별 발행 PDF

459 122787 광ict Ethernet 
Optics March 2020 High Speed Ethernet Optics LightCounting 2020-03-01 PDF

460 122788 광ict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market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Market -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9-2027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19-07-01 PDF

461 122789 광융합
에너지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BIPV) Market-Global Outlook  

and Forecast 2019-2024 arizton 2019-02-01 PDF

462 122790 광융합
조명

SmartLightin
gMarket 

Smart Lighting  Market by Offering (Hardware (Lights & 
Luminaires, Lighting Controls),  Software, and Services), 

Communication Technology (Wired and Wireless),  Installation 
Type, Application Type, and Geography 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s and Markets 2020-02-01 PDF

463 122791 광융합 인공지능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 및 서비스 로봇 개발과 핵심 기반기술 KECFT 2018-02-0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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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122792 광융합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구현기술

지속성장가능한4차산업을위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최적의구현기술
과산업별적용사례_최적의구현기술 KECFT 2018-03-01 PDF

465 122793 광융합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적용사례

지속성장가능한4차산업을위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최적의구현기술
과산업별적용사례_산업별적용사례 KECFT 2018-03-01 PDF

466 122794 광융합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산업별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오픈데이터／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적용분야 - KECFT 2018-05-01 PDF

467 122795 광융합 사물인터넷 IoT(사물인터넷)보안및인증개발기술과산업별적용방안 KECFT 2018-11-01 PDF

468 122796 광융합 디지털 트윈 디지털트윈(DigitalTwin)의발전방향과산업별적용방안 KECFT 2019-06-01 PDF

469 122797 광융합 인공지능 AI기반의지능형로보틱프로세서자동화(RPA)도입과컨택센터구축방안-R
PA,챗봇,컨텍센터,구축사례- KECFT 2019-03-01 PDF

470 122798 광융합
신산업 

플랫폼 및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성공모델 및 활성화 
방안 KECFT 2018-03-01 PDF

471 122799 광융합 스마트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최신  융합기술 개발과 

구현방안-시험인증, 마이크로그리드, 블록체인, 5G, 디지털사이니지, 
IoT, 빅데이터-

KECFT 2018-08-01 PDF

472 122800 광융합 스마트시티 민간주도의 지속 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 규제 개선과 
민간 기업 개발 참여로 인한 비지니스 확대방안 - KECFT 2019-02-01 PDF

473 122801 광융합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제조혁신을통한AI스마트팩토리구축방안-5G,컴퓨터비전,디지털
트윈,ICS보안,RPA／챗봇,엣지컴퓨팅,센서／RFID KECFT 2019-08-01 PDF

474 122802 광융합 빅데이터
제조업의서비스화'AI／빅데이터기반의스마트서비스구축과지원솔루션
적용방안-스마트제조를위한빅데이터및지원솔루션(RPA/IoT/WMS/CR

M)활용- 
KECFT 2019-11-01 PDF

475 122803 광소재
부품 InfraredLens Global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China) Infrared Lens 

(IR Lens) Market Research  Report 2019-2025 QYResearch 2019-03-01 PDF

476 122804 광ICT

Global 
Quantum  

Cryptograph
y Market

Global Quantum Cryptography Market Report 2020 BIS 2020-06-01 PDF

477 122805 광소재
부품

Global 
Variable  
Optic 

Attenuators 
Market

Global Variable  Optic Attenuators Market 2019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4 Globalin foresearch 2019-02-01 PDF

478 122806 광의료
바이오

Medical 
Equipment  

Optics 
Market

Medical Equipment  Optics Market By Type, By Medical Devices 
and By Geography Analysis -  Forecast 2020 - 2025 ARC 2020-05-01 PDF

479 122807 광의료
바이오

UV  
Disinfection 
Equipment 

Market

UV  Disinfection Equipment Market by Component   (UV Lamps, 
Quartz Sleeves), Power    Rating (Medium, High), Application 

(Water and Wastewater Disinfection,  Process Water Disinfection), 
End-User   (Residential, Municipal),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s and Markets 2020-02-01 PDF

480 121217 광영상
정보기기

광영상정보
기기 2020 월드 와이드 일렉트로닉스  시장 총조사 Fuji Chimera 2020-03-18 PDF

481 122808 광학기기

Automotive 
Sensing  
System 
Market

Automotive Sensing  System Market Analysis 2019-2020 TSR 2019-10-01 PDF

482 122809 기타
UltravioletGe

rmicidal  
Irradiation

Ui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Handbook (978-3642019982) Springer  2019-10 PDF

483 122810
광ICT, 
광융합
에너지

IoE(에너지
인터넷)/ESS  

융.복합 
시스템

IoE(에너지인터넷) 기반의 ESS  융.복합 시스템과 
마이크로그리드(MG) 구축방안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8-04 책자

484 122811 광융합
에너지

전고체 
전지(Solid-s

tate  
battery)

전고체 전지(Solid-state  battery) 소재／공정 기술과 기술향상을 
통한 상용화 방안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03 책자

485 122812 광융합
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현황과 ESS  안전성 확보 및 활용방안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04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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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122813 광융합
에너지

수소 
융.복합 
충전소

수소 융.복합 충전소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운용 
방안(보급 확대 및 경제성 분석)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8-09 책자

487 122814 광융합
에너지

수소 
융.복합 
충전소

수소 융.복합 충전소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운용 
방안(구축 및 운용방안)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8-09 책자

488 122815 광융합
에너지

수소연료전
지차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한  소재/부품 개발동향과 제조 
공정기술(분리막/전해질, 촉매, 센서, 스택, SOFC 하이브리드 동력, 

MEA)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04 책자

489 122816 광융합
에너지

수소 전 
주기 

플랫폼/부품/
소재

수소 전 주기 플랫폼／플랜트 구축을  위한 부품／소재 개발기술 
및 국산화 방안(생산, 저장, 수송 분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05 책자

490 122817 광융합
에너지

수소 전 
주기 

플랫폼/부품/
소재

수소 전 주기 플랫폼／플랜트 구축을  위한 부품／소재 개발기술 
및 국산화 방안(충전 인프라(충전소) 분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06 책자

491 122818 광융합
에너지

수소연료전
지차(FCEV)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방안 
- 표준／KS인증, 수소차 시스템 모델링, 연료전지 시스템(스택) 

설계, 부품／소재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019-10 책자

492 122819 광융합
에너지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시장/기술 동향과 참여업체 
사업현황

산업경제리서치  2019-07 책자

493 122820 광융합
조명 UV LED UV LED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20 - 2025) Mordor Intelligence  2020-01 PDF

494 122821 광ICT

1Q20 
Wireless  

Infrastructur
e

1Q20WirelessInfrastructure Lightcountiong  2020-05 PDF

495 122822 광융합
조명

LEDs/the 
worldwide  
lighting

LEDs and the  worldwide lighting market (and beyond) 2019 Csil  2019-10 PDF

496 115020
기타
(해외
규격)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portatio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portation

ISO 2017. 08 PDF

497 115021
기타
(해외
규격)

Descriptive  
framework 
for cities 

and 
commun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Descriptive framework 
for cities and communities

ISO 2017. 11 PDF

498 115022
기타
(해외
규격)

Common 
framework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Common framework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ISO 2016. 08 PDF

499 115023
기타
(해외
규격)

Guidance 
on smart  

transportation 
for energy 
saving in 

transportation 
services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Guidance on smart 
transportation for energy saving in  transportation services

ISO 2020. 02 PDF

500 115024
기타
(해외
규격)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performanc
e metrics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performance metrics

ISO 2015. 05 PDF

501 115025
기타
(해외
규격)

Smart  
transportatio
n for newly 
developing 

areas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newly developing areas

ISO 2020. 02 PDF

502 115026
기타
(해외
규격)

Review of 
existing  
activities 

relevant to 
metrics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Review of existing activities 
relevant to metrics

ISO 2014. 02 PDF

503 115027
기타
(해외
규격)

Vocabulary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Vocabulary ISO 2016. 0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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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115028
기타
(해외
규격)

Inventory of  
existing 

guidelines 
and 

approach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c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ies -- Inventory of 
existing guidelines and approach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cities
ISO 2017. 01 PDF

505 115029
기타
(해외
규격)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ies --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ISO 2016. 07 PDF

506 115030
기타
(해외
규격)

 Guidance on 
establishing 
smart city  
 operating 
model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Guidance on 
establishing smart city operating model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ISO 2018. 07 PDF

507 115031
기타
(해외
규격)

Indicators 
for  resilient 

c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resilient 
cities

ISO 2019. 12 PDF

508 115032
기타
(해외
규격)

Indicators 
for  smart 

c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smart 
cities

ISO 2019. 05 PDF

509 115033
기타
(해외
규격)

 Maturity 
model for 

assessment 
and   

improveme
nt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Maturity model for 
assessment and improvement

ISO 2017. 12 PDF

510 115034
기타
(해외
규격)

opportunitie
s and  

challenges 
from 

interactions

Framework for  integration and operation of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Part 1:  Recommendations for consider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rom  interactions i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from relevant aspects through  the life 

cycle

ISO 2020. 01 PDF

511 115035
기타
(해외
규격)

data 
exchange 

and  
sharing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ISO 2020. 02 PDF

512 115036
기타
(해외
규격)

transportatio
n for  

compact 
cities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compact cities

ISO 2018. 04 PDF

513 115037
기타
(해외
규격)

Transformi
ng our 
c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Transforming our cities 
-- Guidance for practical local  implementation of ISO 37101

ISO 2019. 04 PDF

514 115038
기타
(해외
규격)

Maturity 
model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Maturity model for smart 
sustainable communities

ISO 2019. 12 PDF

515 115039
기타
(해외
규격)

city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city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ISO 2018. 07 PDF

516 115040
기타
(해외
규격)

Smart  
transportatio
n for rapid 

transit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rapid transit in and between  large city zon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ISO 2019. 05 PDF

517 115041
기타
(해외
규격)

Smart  
transportatio

n using 
battery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using 
battery-powered buses for  passenger services

ISO 2019. 07 PDF

518 115042
기타
(해외
규격)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 --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 Measurement methods for  the quality of thermal power 

infrastructure and requirements for plant  operations and 
management

ISO 2019. 07 PDF

519 115043
기타
(해외
규격)

Concept 
and  

processes 
in 

standardizat
ion

Use case  methodology - Part 1: Concept and processes in 
standardization

IEC 2019. 0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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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115044
기타
(해외
규격)

template 
artefacts  

into an XML 
serialized 
format

Use case  methodology - Part 3: Definition of use case 
template artefacts into an XML  serialized format

IEC 2017. 12 PDF

521 115045
기타
(해외
규격)

 IEC 
standardiza

tion 
processes

Use case  methodology - Part 4: Best practices in use case 
development for IEC  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some 

examples for application outside  standardization
IEC 2020. 03 PDF

522 115046
기타
(해외
규격)

Specific  
application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 Part 1: Specific application 
of the Use Case methodology for  defining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IEC systems  approach
IEC 2019. 05 PDF

523 115047
기타
(해외
규격)

Grid related  
domains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 Part 2-1: Grid related 
domains

IEC 2019. 05 PDF

524 115048
기타
(해외
규격)

Market 
related  
domain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 Part 2-2: Market related 
domain

IEC 2019. 05 PDF

525 115049
기타
(해외
규격)

Resources 
connected  
to the grid 
domains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 Part 2-3: Resources 
connected to the grid domains

IEC 2019. 05 PDF

526 115050
기타
(해외
규격)

Electric  
transportatio

n related 
domain

Generic smart grid  requirements - Part 2-4: Electric 
transportation related domain

IEC 2019. 05 PDF

527 115051
기타
(해외
규격)

Smart grid  
standardizat

ion
Smart grid  standardization roadmap IEC 2017. 11 PDF

528 115052
기타
(해외
규격)

The role of 
the  

electrical 
supply

Smart cities - City  service continuity against disasters - The 
role of the electrical supply

IEC 2020. 04 PDF

529 115053
기타
(해외
규격)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
nt, control, 

and 
labor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EC 2017. 01 PDF

530 115054
기타
(해외
규격)

Equipment  
classificatio

n and 
requirements

Safety of laser  products - Part 1: Equipment classification and 
requirements

IEC 2014. 05 PDF

531 115055
기타
(해외
규격)

General  
requirements

Explosive  atmospheres - Part 0: Equipment - General 
requirements

IEC 2017. 12 PDF

532 115056
기타
(해외
규격)

Ultraviolet  
Microbiologi
cal Water

Ultraviolet  Microbiological Water Treatment Systems NSF/ANSI 2019. 07 PDF

533 115057
기타
(해외
규격)

Devices 
equipped  

with UV low 
pressure 
lamps

Devices for the  disinfection of water using ultraviolet radiation - 
Part 1: Devices equipped  with UV low pressure lamps

DIN 2019. 05 PDF

534 115058
기타
(해외
규격)

Reference  
radiometers

Devices for the  disinfection of water using ultraviolet radiation - 
Part 3: Reference  radiometers

DIN 2019. 05 PDF

535 115059
기타
(해외
규격)

Geräte mit  
UV-Niederdr
ucklampen

Geräte zur  Desinfektion von Wasser mittels Ultraviolettstrahlung 
- Teil 1: Geräte mit  UV-Niederdrucklampen - Anforderungen 

und Prüfung
ÖNORM 2020. 01 PDF

536 115060
기타
(해외
규격)

Anlagen mit  
Quecksilber

dampf

Anlagen zur  Desinfektion von Wasser mittels 
Ultraviolett-Strahlen - Anforderungen und  Prüfung - Teil 2: 

Anlagen mit Quecksilberdampf-Mitteldruckstrahlern
ÖNORM 2003. 08 PDF

537 122920 광통신
Optica fibre 
and  cable 

monitor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20. 07 CRU 2020. 07 PDF

538 122823 광정밀 VCSEL 
Market

VCSELMarketbyType(Single-Mode,Multimode),Material(GaAs,InP,Ot
hers),

Wavelength,Application(Sensing,DataCommunication),Industry(Con
sumer

Electronics,Automotive,DataCenter,Commercial&Industrial),andGeo
graphy-

GlobalForecastto2025 

MarketsandMarketsRe
searchPvtLtd 

2020. 0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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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122824 광결상정
보

Semi-Auton
omous&Aut
onomousTru

ckMarket 

Semi-Autonomous  & Autonomous Truck Market By Level of 
Automation (Level 1, Level 2 &  3, Level 4, and Level 5), 

Propulsion (Diesel, Electric, and Hybrid),  Application, Truck 
Class, ADAS Features, Sensor,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30

MarketsandMarketsRe
searchPvtLtd 

2020. 05 PDF

540 122825 광정밀 Lidar 
2020-2030

Lidar2020-2030:Technologies,Players,Markets&Forecasts-
Electronic(1-5users)

IDTechEx 2019. 10 PDF

541 122826 광결상정
보

LiDAR for  
Automotive 

and 
Industrial 

Applications

LiDAR for  Automotive and Industrial Applications 2020' Yole 2020. 08 PDF

542 122827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1.자율차의완성：커넥티드카(ConnectedCar)개발현황과적용기술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8. 02 책자

543 122828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2.전기차및자율차를위한고기능성전장부품／소재개발과적용방안

  (EMI 차폐／흡수, 방열, 접착, 코팅)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8. 06 책자

544 122829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3.자율주행및스마트인프라구축을위한최신기술이슈및비즈니스창출방

안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반기술)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8. 10 책자

545 122830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4.자율주행및스마트인프라구축을위한최신기술이슈및비즈니스창출방

안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비즈니스 방안)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8. 10 책자

546 122831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5.민간전기차충전인프라산업육성을위한서비스제공과비지니스모델구

축방안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9. 06 책자

547 122832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6.미래형자동차의고기능/친환경부품을위한소재및공정기술

  (전자파 차폐(EMI, EMC), 방열, 접합)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9. 08 책자

548 122833 광결상정
보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및 인프라  
개발기술 
패키지

-미래형자동차소재/부품및인프라개발기술패키지-
7.고기능탄소섬유복합재개발과산업별적용방안

   (에너지 및 미래형 자동차)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 2019. 10 책자

549 122834 광
에너지

Global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ESS) 

Market

Global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ESS) Market 2020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5 Global Info  Research 2020.01 PDF

550 122835 광
에너지

Next 
Generation  

Energy 
Storage 

Technologie
s(EST) 
Market

Next Generation  Energy Storage Technologies(EST) Market 
Forecast 2020-2030 Visiongain 2019.11 PDF

551 122836 광
에너지

전고체전지 
기술 현황 
및 시장 

전망

<2020> 전고체전지  기술 현황 및 시장 전망 (~2030) SNE Research 2020.05 PDF

552 122921 광통신
Optica fibre 
and  cable 

monitor
optical fibre and  cable monitor 2020-september CRU 2020.07 PDF




